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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for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SDI) using internet push. The number, size, and
user population of bibliographic, full-text document databases,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 are rapidly growing. With a high information arrival
rate, it becomes essential for users of such information resource to have
access to the very latest documents. Yet the high document arrival rate also
makes it difficult for users to keep themselves updated. It is desirable to
allow users to submit profiles, i.e., queries that are constantly evaluated, so
that they will be automatically informed of new additions that may be of

* 공항고등학교 사서교사 중앙대학교 강사, .



4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interest. Such service is traditionally called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SDI).
At present information search of internet has been proved takes very much
time and efforts, retrieval of nonrelevance information, dummy sites, no link
site because of client pull system. Internet push technology have developed
and introduced quite popula to resolving such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pull search. Push technology provided aumatically internet users with
information to the terms of user information need. SDI and internet push are
very similla in it's goals and processing.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for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SDI) using internet push and to extract major
question of consider as push-SDI service is implementation.

서 론1.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다 년대 이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로 자관의. 1960
목록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온라인 열,
람용 목록 의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OPAC) .
자원의 형태 또한 인쇄형 매체 혹은 목록정보 중심에서 전자형태 혹은 전문데이

터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주요 정보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상에 정보를 실으면 전세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기대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제공자들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보 이용

을 위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클라이언트 풀 방(client pull)
식으로 인하여 유명한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접속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

실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식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인터넷 전용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기입하여 찾아갔다 또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는 사이트 즉 정보검색엔진에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사이트 목록,
을 검색하고 이 목록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용자가 이곳에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막상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정보가 부정,
확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고 아예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이동되어 연결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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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제공자들은 이.
용자가 찾아와 정보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이제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 검색.
하여 중앙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달해 주는 인터넷 푸시 기(push)
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푸시기능은 전통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

어 주기적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정보배포, (SDI selective；

서비스와 그 기능이 동일하다 그동안 도서관 및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정보센터에서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적 경제적 시SDI , ,
간적 요인으로 인하여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많은 도서관에서 자관의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다양한

전자형태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인터넷의 푸

시기능을 응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SDI
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SDI
비스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서비스와 인터넷 푸시기능의 기본원. SDI
리와 과정을 살펴보고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SDI
할 주요 문제를 기술적 요소 인터페이스 요소 정보제공 요소로 나누어 분석해, ,
보고자 한다.

최신정보제공과 서비스2. SDI
정보 생산량의 급증과 내용의 전문화 및 세분화 그리고 정보의 다양성 및 유

통방법의 복잡화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탐색하거나 관련 주제 분야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성을 유

지하기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검색이나 최신정보와 관련된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최신정보주지(curr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awareness) .
최신정보주지 서비스는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새로이 입수되는 최신

자료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속보서비스로서 목차속보 속보지의 발간배포 잡지, ,․
회람 신간전시 게시판의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서비스는 어떤 특정 분, , .
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막연한 주지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인.
터넷이 상용서비스에 개방됨에 따라 서 전자저널 목차 속보 등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은 최신정보주지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최신정보주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만종에 가까운 정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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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행물의 목차를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및 컴퓨터Uncover(telnet.pac.carl.org),
공학 분야의 초록을 제공하는 자연과Current Cites(telnet //melvyl.ucop.edu),：

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목차를 제공하는 Current Content(telnet：
등이 있다//cdplus@cdplus.com) .

이와 같은 최신정보제공 서비스의 한 부류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 등록하여 놓고 최신 정보가 입수될 때 마다 탐색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는 이용자, SDI . SDI
가 원하는 정보요구의 모든 조건을 컴퓨터의 이용자 프로파일 에 기억시(profile)
켜 놓고 신착자료와 프로파일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자동적으

로 배포하는 정보검색기술이다.
는 최신정보주지 서비스와 혼용할 정도로 대표적인 최신정보제공 수단으SDI

로서 다른 여러 가지의 최신정보 서비스와는 구분되며 기계화된 시스템이든 수,
작업에 의한 시스템이든 간에 이용자의 요구주제에 맞는 최신정보를 개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보통은 컴퓨터를SDI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프로파일에 등록시켜 놓고 이 프로파일과 일치하

는 문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2) 또한 는 이용자 개개. SDI
인의 주제분야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에 국한하여 SDI
시스템의 발전과정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의 발전과정2.1 SDI

의 개념은 년에 룬 이 제안한 정보시스템인SDI 1958 (Luhn) BIS(Business
에 기능을 포함시키면서 비롯되었으며Intelligence System) SDI 3) 이는 년, 1959

에 에서 정식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룬이 제안한 시스템IBM . SDI
설계의 기본 원칙은 개개인의 정보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개,① ②

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③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④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⑤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후에 많은 온라인. BIS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수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룬의 원SDI
칙에 근거하고 있다.
룬의 시스템이 을 통해서 구현된 이래로 급속히 개발 발전되어BIS IBM , 1970

2) 김종회 김태환 에 관한 제고찰, . "SDI ," 도서관 제 호, 248 (1980), pp.5 18.∼

3) H. P. Luhn. "a Business Intelligence System", IBM Journal of R & D, Vol.2(1958)
pp.31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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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반까지 약 여개의 유사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수 많은 상용 데이터100 ,
베이스가 개발되어 마그네틱 테잎 형태로 판매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

었다 그 후 년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의 발달로 배치형식. 1980
에 의존하던 시스템은 온라인형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의SDI SDI . SDI
서비스는 주로 목록 데이터를 수록한 테잎과 색인 및 초록 데이터베이MARC
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제공기관으로는SDI NASA(National
Aeronauticsand Space Administration), AEC(Atomin Energy Commission),

일본원자력연구소 일본과학기술정NLM(National Library of Medicne), (JAERI),
보센터 등이 있으며(JICST) , CA RESERCH, ERIC, INSPEC, LISA,

등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ENVIROLINE SDI .
국내에서는 최초로 산업연구원 과거 에서 년부터 데이터베( KORSTIC) 1975 CAC
이스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후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SDI .
에서는 년부터 국내 원자력 관련 정보를 로 입력해서 보내줌과 동시에1980 INIS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원자력 관련 정보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최신INIS-SDI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INISSDI INIS
의 정보를 이용자들의 요구 주제에 맞춰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 개.
인별로 원하는 관심주제 분야를 검색한 후 각자에게 특성화된 정보를 정기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표준연구소에서는 년부터 를 이용하. 1987 DIALOG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에서는 상업적SDI , (KINITI)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DI .

시스템의 구성2.2 SDI

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그림 과 같은 공통적인 구SDI ( 1)
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의 프로파일 확인 피드백 프로파, , , ,
일의 수정과 같은 공통적인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 전체적인 처SDI
리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통제 도구인 시소러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

스와 이용자 프로파일이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와 프로파일간의 매칭결과를 이

용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의 평가과정을 거쳐 프로파일을 갱신하게 된다 의. SDI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크게 입력모듈 처리모듈 출력모듈로 구분할 수 있다, , .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입력모듈은 문헌과 이용자 프로파일 구성( 1)

그리고 이용자로부터의 피드백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문헌 프로파일은.
문헌에 대한 서지 사항과 색인어 초록 등을 대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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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이용자 프로파일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나타내는 키워드간의 논리연산,
불리언 연산기호 에 의한 탐색문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프로파일에 수록되( ) .
는 탐색문은 문헌 색인에 사용된 시소러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작성한다 이.
용자로부터의 피드백 데이터는 제공된 문헌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근거로 프

로파일을 수정하는데 사용된다 처리모듈과 출력모듈은 불리언 연산자 가중치. ,
등에 의해 이용자 프로파일과 문헌프로파일이 매칭되는 레코드를 출력하여 우송

혹은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과정이다.

그림 서비스의 일반적인 처리과정( 1) SDI

인터넷 푸시 기술의 개요3.
푸시기술의 개념3.1

인터넷 정보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풀 방식은 그림 와 같이 이용자가 직(pull) ( 2)
접 이나 서치엔진을 이용하여 찾는 방식을 일컫는데 반해 푸시 란 사URL (push)
전에 설정해 놓은 정보만을 자동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은 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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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각종 웹사이트의 정보를 모아서 등록한 이용자에게 자

동 전송해 주는 기본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풀 방식에 의한 인터넷 탐색 그림 푸시 방식에 의한 인터넷 탐색( 2) ( 3)

기존의 인터넷 탐색 방식인 풀시스템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정보의 세계에서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정보의,
갱신 시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 정보의 입수가 곤란하다는 점 링크가 부,
정확하거나 더미 사이트가 많다는 점 모뎀을 통한 접속인 경우에 전송(dummy) ,
시간이 길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의 등록 데이터에 따라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해 주는

서버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 푸시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WWW
는 최신 기술로서 웹캐스팅 사이버캐스팅 넷캐스팅(webcasting), (cybercasting),

데이터캐스팅 주문형정보(netcasting), (datacasting), (information on demand),
개별 정보배달 웹방송(personal information delivery), (Broadcasting over the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 방송Web) .
을 의미하는 캐스트라는 용어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에 접(broadcasting)

속하여 자신이 설정한 정보를 자신의 를 통해 기존의 라디오 등 대중PC TV,
매체처럼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캐.
스팅이 기존의 텔레비젼을 이용한 방송과 다른점은 사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

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방적 정보배달 방식을 사용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원.
하는 장비로 받아 볼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 라는 점이다 또한 푸시기술에서.
채널 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혹은 라디오의 채널을(channel) TV
연상시키는데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파일들의 모임 혹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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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컴퓨터를 켜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신문을 받

아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로 전송 배달된 갖가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용PC ,
자들은 가 켜 있을 때는 물론이고 컴퓨터를 켜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PC
태에서도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접속하여 뉴스 스포츠 날씨 주가 등 제공받는, , ,
정보를 자동으로 탐색 전송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푸시는 정보가 있는 쪽에, .
서 사용자에게 밀어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서버는 클라이언.
트에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클라이언트에서 받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설정한 컨텐트가 준비되었을 때 서버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클라이,
언트에 전달 푸시 하여 준다 푸시는 여러 유형의 메시지 텍스트 그래픽 소리( ) . ( , , ,
화상의 조합 를 에 자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PC .

푸시기술의 특징과 동작원리3.2

이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 공간을 항해 할 때 링크를 클릭할때마,
다 브라우저는 해당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전송하여 브라우저에 보여주

는 풀시스템에 비해 푸시시스템은 한 번 설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탐색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개별화된 정보 이,
용은 물론 개별적이고 세분화된 정보 의 이용이 가능하다 표 은 이용자 공. < 1> ,
급자 정보탐색 실행 작동방식의 관점에서 풀시 시스템과 푸시시스템의 특징을, ,
비교한 것이다.

표 푸시시스템과 풀시스템의 차이점< 1>

구 분   풀 시 스 템 푸 시 시 스 템

이 용 자

�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 정보의 위치 확인
� 갱신시기를 알 수 없다
� 많은 시간 필요
� 정보의 과잉 유통

� 한 번 설정으로 자동 배달
� 푸시 시스템이 탐색
� 갱신 정보 자동 배달
� 개인화된 정보
� 정보의 자율통제
� 검색시간 절약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검색

공 급 자 수동적 찾아 오기를 기다림( ) 능동적 등록자에게 푸시( )
정보탐색실행

� 미디어 접촉시에만 사용 가능
� 제공자 중심 정보 전달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설정
�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작용

작 동 방 식
� 실시간 온라인
� 포그라운드

� 오프라인
� 백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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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기술은 일반적으로 서버 소프트웨어와 이용자들에게 배포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진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크게 정보제공자 로부터 정보. (IP)
를 가져오는 기능 가져온 정보를 분류 저장하는 기능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정, ,
보영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능 사용자가 이미 받은 정보를 체크하여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만을 갱신하는 기능 서버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간에 데이터,
를 전송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 및 광고 파일을 가지고

오는 기능 각종 정보에 맞는 차트 및 그래프를 자동적으로 작성하는 기능 사용, ,
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미리 정의하여 주기적으로 그 정보만을 수신하는 기능,
브라우저를 컴포넌트로 내장하여 안정된 브라우저 공급 기존의 스크린 세이버,

에 수신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을 각각 하게 된다(Screen Saver) .
푸시기능의 기술적 구현은 를 통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압축HTTP, TCP/IP
데이터 전송 실시간 압축 및 실시간 등 압축기술 기능 애니메이, Extract , Proxy ,
션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최신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현재 푸시기능을 갖는 어.
플리케이션은 수십종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4)
첫째 이음없는 접속으로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을 가리킨다 사용자들은 여러 방법 아날로그나 모뎀 회사의 등 을. ( ISDN , LAN )
통해 인터넷과 접속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 이상 가능한 접속방법이 있다면 푸. ,
시 응용기술은 사용자에게 접속방법을 선택하거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구

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유연한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서 정보생산자나 푸시 벤더는 사용자에게,
접속 시간 길이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
어떤 종류의 정보가 전송되고 그 크기는 얼마이며 어디에 저장하고 무엇이 대, , ,
체되는지 등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컨텐트와 이용자 프로파일로서 정보생산자의 정보 프로파일과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수록한 이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넷째 끊임없는 파일 전송으로서 새로이 입수되거나 갱신된 컨텐트를 현재의,
컨텐트에 전송하고 통합하는 응용기술의 능력을 말한다 푸시 응용기술들은 풍.
부한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푸시 응용기술들은

와 같은 표준적인 정보 전달 구조보다 한발 앞선 구조로 설계되어FTP, HTTP
있다 독점적인 전송 능력이나 클라이언트 서버 상호작용 기능은 접속이 끊어졌. /
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파일 전송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

4) http //www2.intel.com/drg/hybrid-author.cookbooks/push/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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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융통성 있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으로서 새로운 정보의 존재 도착 여, ,
부를 통지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가리킨다 푸시업 된 정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여섯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프로토콜 계열을, IP
말한다 이 계열 내의 주요한 두개의 프로토콜은 와 이다. TCP UDP .
푸시의 정보전달 과정은 간단하다 우선 이용자 프로파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 .
용자 프로 파일의 등록은 정보생산자의 사이트나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채널을

통해 인적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의 갱신주기 원하는 주제 분야를 설정하여 푸,
시 서버에 전달한다 그리고 푸시 서버는 해당 이용자의 프로파일에 적합한 정.
보를 모으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자동 전송하여 로컬 파일에 저장하

고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로컬 파일의 정보를 읽게 된다 그림 는 이러한 푸. ( 4)
시 시스템의 정보전달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푸시 시스템의 정보전달 모형( 4)

푸시 시스템의 정보전달 모형은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따라서 푸시 서버형과

웹서버 확장모형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모형으로 나눌 수 있고 컨텐트의 전달, ,
형식에 따라서 웹 기반 컨텐트 전달 재가공 컨테트 전달 통지형 전달로 구분할, ,
수 있다.5)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있어서 푸시 서버형은 서버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등을 갖추고 브라우저와는 별도로 작동하는 자체 솔

루션이다 이는 마더쉽 형태라고도 하며 이나 처럼. (Mothership) PCN, AOL Exite
한 소스에서 배달하고 보여주는 등 관련 서비스를 모두 통합하여 제공한다 웹.

5) http //www2.intel.com/drg/hybrid-author/cookbooks/push/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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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확장 모형은 기존의 웹서버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도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없는 형태를 말한다 파트너 형태.
라고도 하며 마림바 또는 백웹같이 같은 규격의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MS, NS,
스 업체로부터 관련소스를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모형은 서버가 필요없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만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탐색,
조정하는 형태이다 이는 보편적인 푸시 규격을 사용하는 어떠한 소스라도 지원.
하고 있다.
컨텐트의 전달 형식에 있어서 웹기반 컨텐트 전달 방식은 웹페이지 혹은 사이

트 전체를 푸시하는 것으로써 뒤에서 언급할 등이 있다 재가공PCN, INCISA .
컨텐트 전달은 컨텐의 크기나 형식에 관계없이 푸시시스템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등이 있다 끝으로 통지형 전달방식은 컨텐트 전체를Castnet, BackWeb .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 주소 및 링크와 같은 간략 정보만을 푸시함으로

써 이용자가 방문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 대표적이다Headline .

푸시 어플리케이션의 사례3.3

현재 인터넷 상에서 푸시기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포인

트캐스트 백웹 캐스터넷 헤드라이너 인시사 등, (BackWeb), (Castnet), , (INCISA)
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푸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접속방법 그리고.
이들간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인터넷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의 자동배달을 가능케 하는 푸시기술은 포인트캐

스트 의 PCN(point cast network)社 6)에서 비롯되었다 포인트캐스트사는 세계에.
서 최초로 푸시기술을 이용하여 뉴스 스포츠 증권 날씨 광고 등의 뉴스 중심, , , ,
의 푸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자가 만명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정100 .
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등록자에게 자동으로 배포하고 자체 개발한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이다 외부 웹브.
라우저에 대한 정의가 가능해 필요시 웹브라우저를 호출할 수 도 있다 마이크.
로소프트 와 제휴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채택하고 있다.社

실행속도나 정보의 전송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백웹7)은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백웹의 특징이다 자동실행파일 을 클릭하면 자동. (bw20b.exe)
으로 설치되며 정보 요구 사항은 홈 페이지에서 등록한다 다만 프로그램 설치.

6) http //www.pointcast.com/：

7) http //www.backweb.com/：



14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시에 모뎀인지 랜 환경인지의 여부 백웹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할(LAN) ,
것인지 아니면 기본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설치가HTTP .
끝나고 백웹을 실행하면 기본창에는 야후와 백웹의 사이트가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다 야후와 관련된 정보를 보기 위해 야후를 선택한 후 화면에 출력된 기사를.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야후를 알려주는 배너가 하나 나타난다 이. .
배너는 정보 선택창으로 이를 클릭하면 요구 정보 등록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백웹은 이라는 구성요소를 다운로드InfoPacks
한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송된 은 백웹에 아콘화되어 정보 채널을. InfoPacks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채널이 있을 경우. "add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의 채널 등록메뉴로 이동한다channel" .
마림바 의 캐스트넷社 8)은 라는 전문서버와Castanet Transmitter Ca stanet
라는 클라이언트로 분리되어 있다 캐스터넷은 단순한 주문형 뉴스 서비스Tuner .

기능 뿐만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까지

제공하는 강력한 체제를 갖고 있다 자동설치되는 캐스터넷 튜너용 설치 파일.
을 실행하면 이용자 등록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간단한 네트워크 환(tuner.exe) .

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면 캐스터넷 튜너가 알아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 업

그레이드를 시작한다 설치하고 나면 이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다앙한 서비스 목.
록이 나타난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하면 튜너 프.
로그램의 채널에 지정한 프로그램이 등록되고 자동으로 실행에 필요한 모듈이

전송된다 자바의 특성을 살려 윈도우 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워크스테이션에. 95 ,
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플랫폼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캐스터넷은 메.
시지 정보가 아닌 프로그램 데이터를 푸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송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라나컴 의 헤드라이너(lanacom)社 9)는 익스플로러용과 넷스케이스프용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정보를 툴바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시 정보를 웹브라우저로.
보여준다 홈페이지에서 실행파일 을 다운받아 간단한 개인정보와. (headnie.exe)
접속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헤드라이너.
를 실행하면 화면 상단에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 작동한다 처음에는 정보가 나.
타나지 않지만 약 분 정도 기다리면 정보가 표시된다 옆에 있는 청색 화살2 3 .∼

표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채널에서 제공된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이 화면에 표

시된다 헤드라이너에서 스크롤되는 정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작.
동되면서 헤드라인에 표시된 정보의 자세한 기사를 보여준다 스크린 세이버를.

8) http //www.marimba.com/：

9) http //www.l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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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면 자체 브라우저가 실행돼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더 푸시받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헤드라이너 툴바에서 마우스의 오

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 메뉴를 이용해 새로운 채널을 추가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일부 영문 특수 폰트 부분.
이 깨진다는 단점이 있다.

의 인시사Wayfarer Communication (INCISA)社 10)는 단순히 메시지 타입 수신,
자 메시지 그리고 관계된 웹페이지의 주소를 기입하면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과 유사한 방식. PCN
으로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페이스는 크게 다르다 과 달리. PCN
화면에 간단한 정보만 출력되므로 다소 빈약해 보이기도 한다 미국의 유력한.
컴퓨터 잡지 의 인터넷 매거진에 실린 푸시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ZD NET
에서 작은 데이터 전송량을 통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자원 활용과 간단한 인터페

이스 기능을 인정받아 백웹 캐스터넷을 물리치고 최고의 소프트웨어로PCN, ,
인정받았다 인시사는 설치시 등록정보 항목이 없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
등록정보를 등록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을 다운받아. (m3902.exe)
실행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받은 후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일단 어느 정도.
정보가 전송된 것이 확인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하향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송된

정보가 화면에 출력된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버튼을. "more event"
클릭하면 전송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거나 새로운 뉴스 항목을 선택할 수 있

다.
브라우저 만을 이용해 인터넷 주문 뉴스를 즐기자는 취지로 등장한(Browser)
것이 데이터 채널로 어떤 운영체계에서든 자바 스크립트 지원 웹 브라우저(Java)
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마이야후 는 디렉토리 서비스로 유명한. (My Yahoo)
검색 엔진으로 스포츠 소식과 주식정보 오늘의 격언 등을 이용자에게 전송해,
준다 또 마이크로 소프트와 넷스케이프는 각각 포인트 캐스트사 마림바와 손잡. ,
고 자사의 웹브라우저에 웹방송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푸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텔레콤이 제공하는NCK
IIC(Internet Information)11)가 대표적이다 는 한국판 이라 할 정도로 포. IIC PCN
인트캐스트 의 과 유사하며 개의 채널을 통해 뉴스 경제 정보통신 생활PCN 7 , , , ,社

오락 스포츠 가이드 등 풍부한 컨텐트를 제고하고 있다 서버 소프트웨어, , TV .
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푸시 서버형 어플리케이션이다 데이콤이.
푸시 기술을 이용한 천리안캐스트 서비스에 나선데 이어 한국 통신 나우콤PC , ,

10) http //www.incisa.com/：

11) http //www.net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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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나머지 통신 업체들도 푸시 서비스 제공을 시험 가동을 하고 있SDS PC
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한국 통신은 오는 월부터 하이텔 웹서비. PC 9
스중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전송해주는 하이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나우콤도 전용에뮬레이터인 웹프리에 플러그인.
시켜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만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험

가동중에 있다 삼성 역시 유니캐스트란 푸시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 SDS
발해 현재 그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콤은.
이미 올초부터 화면보호기 기능대신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 정보만을 전송해주는

천리안캐스트를 개발 천리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
푸시 기술은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불필

요한 정보 가 같이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푸시 프로그램간에 호,
환성이 없으므로 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를 구입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업계 표준을 정하려는 시도가 행, .
해지고 있으며 푸시 기술의 표준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CDF(Channel

를 제안하고 있다Definition Format) .

푸시업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4. SDI

인터넷 푸시기능은 전통적으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그리고 상용 온라인 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자 개개인의 관심주제를 프로파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등

록시켜 두었다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문헌이 입수되면 이용자 프로파일

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문헌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밀접하게SDI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푸시 기능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측. SDI
면에서 동질성이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별화된 정보를 주기적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 .
둘째 이용자의 탐색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개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신속하, ,
게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주제나 관심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동향을 신. ,
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넷째 서비스와 인터넷 푸시기. , SDI
능은 모두 이용자 프로파일을 근거로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에서 프로파. SDI
일이라고 하는 이용자 개개인의 특정 요구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컴퓨터를 사용

하여 이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듯이 인터넷 푸시에서도

정보의 필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섯째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과정을 거쳐 수시로 이용자 프로파,
일을 갱신할 수 있다 정보제공시스템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파일 에 적합.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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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모으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하면 이용자는 응답

결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서비스와 인터넷 푸시기능간에 기본 목적이나 처리 절차가 동SDI
일하고 대 부분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인터넷 푸시기능을 응용하면 그동안 경제적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미,
흡했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는 푸시기능을SDI . ( 5)
이용한 서비스의 개념도이다SDI .

그림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비스의 개념도( 5) SDI

그림 는 타도서관의 이나 온라인 정보서비스는 물론 구독중인( 5) OPAC
데이터베이스 및 서지 초록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푸시형 서버를CD-ROM SDI

통해 자동으로 배달해 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존의 클라이언트 풀.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는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푸시기능을.
응용하여 서비스 이하 푸시형 서비스라 칭함 를 제공하고자 할 때 고SDI ( SDI )
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적 요소 인터페이스 요소 정보제공 요소로 구분하여 살, ,
펴 보고자 한다.

기술적 요소4.1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푸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SDI
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푸시기술은 일반적으로 서버용 어플리케이션.
과 소프트웨어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정보.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 가져온 정보를 분류 저장하는 기능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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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정한 정보 영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능 사용자가 이미 받은 정보를,
체크하여 새로 수정된 정보만을 갱신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반면에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는 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 파일을 가지고 오는 기능 각종,
정보를 재가공하는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미리 정의하여 주기적으로,
그 정보만을 수신하는 기능 브라우저를 컴포넌트로 내장하여 안정된 브라우저,
를 공급하는 기능 기존의 스크린 세이버에 수신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12) 푸시기술은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압축TCP/IP
데이터 전송 실시간 압축 및 압축 해제 기술 프록시 기능과 같은 최신 기능이, ,
집약되어 있으며 가입자들에게 제어와 메시지 옵션 보안 대역폭 접속의 지능, , , /
적 사용을 제공하고 있다.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SDI
적인 문제로는 정보전달 모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와 컨텐트 전달 모형

의 결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는 푸시 서버형과 웹서버 확장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 모형이 있다 푸시 서버형은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클. SDI
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 및 정보센.
터의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주제별 혹은 주요 도서관별 채널 구성이 가능하고,
독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반면에 웹서버 확장모.
형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의 푸시기능을 이용하여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독점적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없으며 이용자의 요구 정보는,
외부 서버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브라우저로 널리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의 익스플로러 에서는4.0 Webcasting社

이라는 푸시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넷스케이프에서도 부터, Communicator 4.0
라는 푸시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의 푸시 전달과 오프라인 브라우징Netcater

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이용한 서비스는 도서관 및 정보. SDI
센터의 단독적인 채널구성이 어렵고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나 디스,
플레이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클라이언트 에.
이전트 모형은 푸시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외부 사이트에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외부 서버를 통해 이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하고D/B ,
푸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에이전트에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SDI
점이 있으나 대부분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12) 박노현 각광받는 푸시기술의 현재, , W3 INTERNET MAGAZINE 제 호, 18 (1997.10),
p.9 (http //w3.nae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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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푸시기능을 통해 널리 제공되고 있는 뉴스 및 비즈니스 광고와 같은 인,
터넷 정보 자원과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간에는 유형이나

형식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통제된 환경에

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자원의 유형이나 형.
식 혹은 파일 크기에 따라서 푸시 응용기술은 특별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페이스4.2

푸시형 는 전문사서나 정보전문가의 중개없이 최종 이용자가 서버시SDI SDI
스템과 직접상호작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푸시형 서SDI . SDI
비스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프로파일 채널 과 정보제공 디스플레이 화면을( )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푸시형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만들. SDI
수 있는 능력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표현 하는 것 정보생산자가 사용자( ),
각자에게 전달할 컨텐트를 정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 프로.
파일에 의한 인터페이스만을 언급하고 정보제공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인터페이

스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에서 언급하고자 한다4.3 .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이용자 프로파일을SDI
구성하듯 이 푸시형 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등록하는 절차가SDI
필요하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푸시기능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등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통 채널 이라 칭하고 있다(channel) .
푸시를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등록화면 혹은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요

구사항을 서버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면 푸시 서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SDI
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되는 결과를 이용자에게 자동적

으로 배달하게 된다 따라서 푸시형 서비스의 채널을 통해 이용자가 어떠한. SDI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요구사항 표

현 의 정확성 제공 정보의 질 이용자 프로파일의 효과적인 구성과 직접적으로, ,
관련된다.

는 이용자 프로파일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Miranda Lee Pao(M. L. Pao, 1989)
는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3 .13)
첫째 정보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능력, .

13) Miranda Lee Pao. Concepts of Information Retrieval.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9. p. 206：



20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둘째 이용자가 기술한 정보요구에 대한 프로파일 작성자의 해석, .
셋째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데이터베이스 혹은 정보검색시스템의 용어로 정확,
하게 전환하는 능력.
정보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능력은 필요한

정보 요구 주제를 선택하거나 필터링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 휴먼 인터페이스-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기존의 정보시스템은 주로 명령어를 일일이.
암기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메뉴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었으나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통해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GUI(graphic user interface)
환되고 있다 푸시를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는 등록 혹은 채널 버튼을.
클릭하면 요구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폼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용.
자가 기술한 정보요구에 대한 프로파일 작성자의 해석 능력은 이용자의 요구사

항을 분석하여 프로파일 색인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를 결정하는 정보전문가나

자동분석기의 성능을 말한다 전통적인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와의 면담 전. SDI ,
화통화 편지 등을 이용하여 정보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
그러나 이용자의 채널 선택과 동시에 탐색결과를 푸시업하기 위해서는 구분 분

석기와 같은 자연언어 처리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정.
보요구를 데이터베이스 혹은 정보검색시스템의 용어로 정확하게 전환하는 능력

또한 시소러스 전자사전 등을 통해 자연언어로 기술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시,
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말한다 따라서 이용.
자 프로파일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이와 같은 요소를 신중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푸시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자 프로파일에는 인적사항은 물론 정보원의SDI
유형 접근점 정보제공 방식 정보제공 주기 프로파일 갱신 등이 기본적으로 포, , , ,
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자 프로파일에 수록되어야 할 각 요소중에서 인터페이.
스 설계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즉 정보원의 유형 접근점 프로파일 갱신, , ,
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원의 유형4.2.1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원이 푸시형 서비스의 대SDI
상이 될 수 있으나 이용자 프로파일의 인터페이스에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따

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프로파일의 갱신이 가능하더라도 한번.
채널을 선택해 놓으면 일정기간 자동으로 정보가 배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

보가 대량으로 푸시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푸시형 서비스의 대상이. SDI
될 수 있는 정보원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주체와 소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제공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데이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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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로서 과 같은 목록정보 및 연속간행물의 기사 그리고 전 문데이터OPAC
베이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로는 외부에서 제작되었거나 정보제공기관에.
서 구독중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나 자기 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셋CD-ROM .
째로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접근이 가능한 상용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들 수 있다 넷째는 인터넷 정보자원으로서. WWW, ftp, telnet,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주제별 서지 및 전문E-mail, Archie, WAIS, Gopher

정보 국내외 학회 및 학술회의 정보 전자잡지 동향정보 기관정보 등이 대상이, , , ,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정보자원은 웹문서 등으로 정보원을 구분. , , ftp, E-mil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형태 즉 텍스트 그래픽 동화상 음성 등으로도 구분, , , , ,
할 수 도 있다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성요소 및 성격이 다르고.
이용자의 적합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보원의 유형은 그림 과 같이. ( 6) CGI(common gateway
를 이용하여 콤보 박스나 래디오 버튼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을 것interface)

이다.

그림 정보원 유형 인터페이스의 예( 6)

는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푸시 서버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스CGI
크립트 언어이다 이 는 단순히 요청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CGI
라 외부프로그램이나 케이트웨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말

한다 스크립트가 서버에 의해 실행되면 서버는 과 두가지 방법. CGI GET POST
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는 데이터의 요청 명령어이고 는 브라우. GET , POST
저가 채워진 양식을 서버에 전달하는 명령어이다.

접근점과 프로파일 갱신4.2.2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실제 탐색문의 근거가 되는 접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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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접근점으로는 저자 서명 출판사와SDI . , ,
같은 서지적 요소와 주제명 및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다 저자 출판사와 같이. ,
고유한 성격을 갖는 서지적 요소인 경우에는 전거통제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으

나 주제명인 경우에는 자연언어와 통제언어의 선택 키워드 조합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연언어와 통제언어의 선택 문제는 정보자원의 색인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언어 색인은 최신성 있는 용어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확률이 높,
으며 인명 지명과 같은 특정한 용어 검색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의어,
나 부정확한 용어의 조합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통제언어는 시스.
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탐색하기 때문에 복합어나 구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친 망라성으로 인한 정확률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나 최신성이 떨어지고,
탐색자가 인공언어를 숙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에는 뿐만아니라 초록 전문 데이OPAC ,
터베이스 인터넷 정보자원 등 다양하며 이들간에 색인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 ,
문에 푸시형 서비스의 프로파일 인터페이스에는 자연언어와 통제언어 방식SDI
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제언어 방식인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엔진의 디렉토리와 마찬가지로 시소러스 분류코드 등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계층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보통 단일 키워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키워드를 조

합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프로파일 인터페이스에서는 키워드 조합의 문제를 고.
려해야 한다 을 비롯한 서지 초록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불리언 연산기. OPAC
호 및 필드제한 탐색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급증하고. ,

등 수많은 색인 서버들이Altavista, Excite, Lycos, InforSeek, Harvest, Yahoo
등장함으로써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 검색시스템에서 가중치 탐색 단,
어의 위치나 빈도를 이용한 적합성 피드백 자연언어 질의 시스템 개념기반 탐, ,
색 등의 새로운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자원이나 상용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에 포함시킬 경우SDI
에는 각 정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탐색기법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다 표 는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블리언 연산기호 이외에 널리. < 2>
사용하고 있는 탐색기법을 키워드 입력 연산기능 구 검색 필드검색으로, , (phrase) ,
나누고 이를 다시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푸시형 서비스, 3 . SDI
에서는 표 과 같이 대상 정보원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탐색 방식을 제시하고< 2>
수준별로 탐색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4) J. Aitchson and A. Gilchrist, A Thesaurus Construction. 2nd ed. London Aslib,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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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를 통해 자동으로 배달된 정보의 적합성 여부는 이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

다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일중의 브라우징 상황이나 간략 정보를 브라우징하고.
원문을 요청하는 반응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이용자의 평가 과정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푸시형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에는 이용자가 피드백할 수 있는 프로SDI
파일의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 프로파일의 갱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에는 제공.
된 정보량의 과다 정보요구와의 관련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표 인터넷 탐색엔진의 탐색기법< 2>

검색방식 수준1 수준2 수준3

키워드 입력

절단기능

한계여부 유한절단 무한절단,
적용방법 사용자절단 자동절단,
위치 전방 중간 후방절단, ,

대소문자 구분
입력시 대소문자 혼용  
옵션을 통한 구분

연 산 기 능

불리언 연산기호
AND, OR, NOT,
XOR  

인접 연산기호 NEAR, ADJ  
연산자 우선순위

()>NEAR>NOT>AN
D>OR   

구 검 색

입력시 사용자

기능부여
   

옵션을 통한

기능부여
   

필 드 검 색
주요 필드 검색    
부 필드 검색    

정보제공방식4.3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SDI
푸시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제공 방식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
보를 푸시업 할 때 브라우저 상에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디스플레이(push-up)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Crawford(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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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5).
1.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2. 이용자는 디스플레이된 대로 정보를 이해하는가.
3. 읽기에 편하고 심미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가.
4.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발견할 수 있

는가.
5. 이용자는 단일 화면에서 정보를 브라우징 할 수 있는가.

이를 푸시형 서비스의 정보제공방식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푸시업되는SDI
정보를 정 보원을 유형에 따라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의 여부 그

리고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정보의 양과 데이터 요소의 포맷과 배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정보원의 유형별로 검색결과를 분리 혹은 통합하여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온라인 열람용 목록 상용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정보자원 등(OPAC), , CD-ROM,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탐색한 결과로 구분하여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 아니

면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하고 위치정보 만을 표시하여 줄 것

인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정보탐색시에서 이용자가 각각의 검색.
엔진에 접속하지 않고 메타엔진을 통해 다양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를 디스플

레이 할 때 각 검색엔진의 탐색결과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

하다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검색결과. ,
의 데이터 요소와 전송에 필요한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푸시업 정보

의 디스플레이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푸시업에 의한 는 이용자에게 대량의 정보가 배달될 가능성이 높기SDI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양은 서지정보 혹은 메타데이터와 같이 간략 정보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완

전한 원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를 말한다 저장 용량의 고밀도화 및 텍.
스트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서全文

관 및 정보센터에서도 서지정보 뿐만 아니라 자관의 고유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데이터 혹은 인터넷 정보자원은 서.
지 데이터나 참조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데이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푸시형 서비스에 포함시키면 단기간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용 량SDI
을 초과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푸시업 단계에서는 간략정보 즉 서지사항 및. ,
메타데이터 초록 원문헌의 첫 페이지 요약문 등으로 배포하는 것이 적절할 것, , ,

15) Walt Crawford, Lennie Stovel. Bibiliographic Display in the Online Catalog. New
York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1986. pp.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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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지정보 및 메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경우에는 데이터 요소의 포맷과 배

열을 고려해야 한다 는 서지정보 디스플레이 설계시 고려해야할. Crawford(1986)
요소로서 포함시켜야 할 데이터요소 데이터요소의 구분에 필요한 식별표지 데, ,
이터요소의 수준 등을 들고 있다16)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요소에는 서명 저자. , ,
출판사 날짜 언어 이외에 멀티미디어 파일을 고려하여 파일의 형식을 고려해야, ,
하며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지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 론5.
지금까지의 인터넷 정보탐색은 클라이언트 풀 방식으로 많은 탐색 시간과 노

력을 필요로 하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고 아예 사이트가 없,
어지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를 검색하여 중앙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자동으로 전달해 주는 푸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 푸시 기술은 전통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
에서 개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춰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SDI
비스와 그 목적이나 처리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많은 도서관에서 자관의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다양한

전자형태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인터넷의 푸

시기능을 응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SDI
보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비스SDI
의 적용가능성과 푸시형 서비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SDI
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인터넷 푸시기능과 서비스는 개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최신정보, SDI
를 제공한 다점 주기적 자동적으로 정보를 배달한다는 점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
근거로 정보를 탐색 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푸시기능을 이용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푸시 정보전달 모형에 따, SDI
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와 컨텐트 전달 모형을 결정해야 하며 도서관 및 정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유형이나 형식을 고려하여 통제된 환경에서의 커

뮤니케이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정보원의 유,
형 접근점 프로파일의 갱신과 관련된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원의 유, , .
16) Walt Crawford, Lennie Stovel. Bibiliographic Display in the Online Catalog. New
York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198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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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접근점에서는,
특히 자연언어와 통제언어의 선택 다양한 탐색기법에 의한 키워드의 연산을 고,
려해야 한다.
넷째 푸시업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때에는 정보원에 따른 탐색결과의 통합, ,
분리 여부 및 정보의 양 포맷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와 같은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웹 혹은 시스템으로 전환하MARC SDI
려 할 때 많은 부분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변환 시켜야 하고 푸시,
기능을 서비스에 응용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인 장애요인 극복해야 하며 주SDI ,
제 분야 또는 관련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간의 상호협력적 프로그램 개발 등 푸

시형 서비스를 실용화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S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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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등으로 인하여 세계가 점차 좁아져 감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경쟁은 날WTO
이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져 갈수록 보다 우월한 기술 경쟁.
력을 보장해 주는 특허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특허.
권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엄청난 액수의 로얄티를 줄

이고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독점적인 특허를 갖는 신기술이 필요

하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며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이 우선 조성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개념과 중.
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과 기존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 하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허정보

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정보의 특징 특허정, , ,
보의 조사 및 활용을 다룬 다음 특허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특허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종류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데이터베이( , CD-ROM ,
스 로 나눈 다음 이들의 장단점을 다루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특성을 다루고자(Patrom, USPTO, QPAT-US, IBM)
한다.

특허제도의 목적2.

특허제도란 기술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

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발명자에 의한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리를 통해 일반 공중이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데 목적을 둔 제도를 말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즉 시장 독점을 보장.
하는 특허권은 타인의 침해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강력한 경쟁력으로 시장

석권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특허권 부여로 기술적 우월성이.
입증되어 기업이 신용을 창출 해 준다 마지막으로 특허제도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회수수단으로 활용되며 재투자를 촉진시켜 첨단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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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광구( , 1995).
한편 공중의 측면에서 특허제도는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발명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되어 연구활

동을 자극하고 촉진시켜서 기술개발의 발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특허제.
도는 발명에 대한 최고의 자극제이며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서 공중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문헌 이용과 연구에 제공되어 보다 좋은 발명의

탄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김등행삭( , 1994).

특허정보의 이해3.

특허정보의 특징3.1

특허정보란 발명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출원서를 토대로 발생한 정

보로서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 , , ,
범위 도면 등에 게재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재성 또한 특허 정보는 기술정보적 기능과 권리정보적 기능을 수( , 1997).
행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의 유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과학기술정보와 구별되는

특허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홍석 목연균( , 1983 , 1985； ；

김영귀, 1995).
1)특허정보는 특허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즉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권리정보라.
는 두가지 측면을 갖는다.

2)최신의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즉 특허정보는 최신.
의 신규성이 있는 기술정보이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특허

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3)정보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특허 출원시 명세서에 기재되는 형식이 일.
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술내용도 제 자에 의해 쉽게 실시 할 수 있, 3
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은 물론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4)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수명이 길다 선행기술 활용도의 연도별 분포.
상황에 대한 구 국제특허협회 의 특허정보 활용도에 대한 조사보고에IIB( )
의하면 년 미만 년에서 년 년에서 년 년에5 41%, 5 10 18%, 10 15 10%, 15
서 년 년에서 년 년 이상 로 년 이상이 가20 7%, 20 25 4%, 25 20% 10 41%
될 정도로 최근의 정보 뿐만 아니라 연도가 오래된 상당량의 정보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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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국내외 특정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이.
나 기술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5)특허정보는 기술의 역사적 흐름과 기술 예측을 고찰할 수 있는 정보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의 기관지인 에 의해WIPO( ) INDUSTRIAL PROPERTY

세계특허정보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각국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연보,
등을 통하여 특허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6)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도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7)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수록되어 학회지나 전문지 등 일반 문,
헌정보나 일반과학 기술정보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의 귀중한 정보

도 포함되어 있다.
8)정보를 조기공보하고 기술내용에 비밀이 없다.
9)단일분류지표를 사용하므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특허분류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의 특허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10)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 수명이 긴 편이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정해

져 있는 한정된 유한정보이다.
11) 중요한 발명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 출원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해독하기 편한 언어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12) 발명자 출원인 등의 서지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

특허정보의 조사3.2

특허정보의 조사란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 또는 해당기술의 특허권의 존속여부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특허자료를 통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정보조사에.
서는 특허정보 특유의 성격 즉 기술정보와 권리정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지식 이외에 도 일반적인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각국의,
특허제도 특허분류체계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특허정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박춘건외( , 1995).
1)발명을 한 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 이전에 동일한 특허의 기출

원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2)서면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그것에 대항하고자 제재자의 특허 및 대항,
특허를 조사하는 경우,

3)생산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공개되었을 경우 이러한 공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이의신청 관련특허를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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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5)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 후 특허침해 사실유무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경우,
6)기술도입 및 기술제휴를 할 경우에 기술도입 및 기술제휴선의 기술 정도

및 소유하고 있는 기술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허정보 조사의 종류에는 표 과 같이 대략 주제조사 기술동향조사 번호< -1> , ,
조회조사 심사경과조사 등록원부조사 대응특허조사 등 여섯 가지가 있으며 내, , ,
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조사는 특허조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조사이다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자료의 조사 역시 이에. 公知

해당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분류번호가 중요한 검색키가 된다 그러므로 조사하.
는 주제가 어떤 특허분류에 해당하는가 혹은 특허분류로 조사할 수 있는가 여,
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특허분류는 세계 공용의 국제.
특허분류 이외에 각 정보서비스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예를 들면 Derwent
분류 사 일본특허정보기구 각종 화합물분류 등과 같은 특허(Derwent ), FTERM( ),
분류 등을 병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술동향조사는 출원인 권리자별 색인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원인 권리자명을 검색키로 사용하여 그 기업의 특허출

원 공개 공고 등의 모든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것이며 특허관계의 번호조회조사,
에는 출원번호 공고번호 특허번호 심판청구번호 등이 있다 한편 심사경과조사, , , .
란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특정 출원이 어떤 경과를 거쳐 현재 어느 상태에 있

는가를 알아내는 조사이다 등록원부 조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허권 실용신.
안의 존속 소멸 전용 통상 실시권의 설정 권리의 이전 등에 대한 정보는 등록, , ( ) ,
원부를 열람하는 것이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특허조사. (Patent

조사 특정특허조사에 해당 는 동일발명이 개 이상의 나라에 특허출원된Family , ) 2
경우 그 출원된 각국에서 발간된 동일발명에 대한 특허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응특허조사는 종래에는 수작업 검색방법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데이.
터베이스 검색에 의한 대응 특허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고 이들 서비스로는,

의 의Derwent World Patent Index(WPI), INPADOC Patent Family
의 등을 이용 하여 검색할 수Service(PFS), Chemical Abstracts Concordances

있다.
표 은 앞에서 언급한 여섯가지 특허정보 조사의 종류와 해당되는 조사자< -1>

료로 어떤 목적하에 어떤 검색키를 이용하여 조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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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허정보 조사의 종류< 1>

  조사종류 조사자료 검색키 조사목적

1 주제조사
기술내용조사( ) 

분류별색인지
초록지 

각종특허분류
키워드  출원시의 선행기술조사 정보,

제공 이의 신청 무효심판청, ,
구를 위한 증거자료 조사 연,
구개발정보 기업경경정보의,
입수 관리관계의 체크2 기술 기업( )

동향조사  출원인 색인
출원인 코드
기업명
개인명 

3 대조번호 조사
번호대조표
색인지 

특허번호
출원공개공( , ,
고등록, ) 

단계적 특허번호확인 번(旣知
호 번호 분류확인, )未知

4 심사경과 조사
출원포대
(File

Wrapper) 
출원번호
등록번호 

심사경과와 출원인 제 자의, 3
소속유무 및 내용

5 등록원부 조사 등록원부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의 존속 소멸 실시권의, ,
설정 권리이전,

6 대응특허 조사
등DIALOG

상용 DB 
우선권 DATA
출원번호
등록번호 

최우선공지특허발견 해외특,
허권의 유무확인 독해 가능한
특허명세서 입수

특허정보의 활용3.3

특허정보 활용의 목적은 첫째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기술개, ,
발 과제를 해결하고 셋째 경쟁자의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넷째 타사 특허권의, ,
침해를 막을 수 있으며 다섯째 새로운 개발 을 설정할 수 있고 여섯째, Theme ,
기술정보에 따른 대상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곱째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를 방지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허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러,
한 행동은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인 연구에 치우

칠 수 있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특허정보 활용, .
은 연구개발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규모와 기업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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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출원번호 발명자 출원기관 주제어 국가 공고일자 법적상태에 따< -2> , , , , , ,
른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것으로 특허정보 활용 목적에 따른 정보원선택에 대한

내용이다 특허정보 활용의 예와 접근점을 설명하므로서 특허정보가 기업활동에.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정보원으로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2>

관련정보 활용

출원번호

(Application No.)
특허번호(Patent No.)

특정자료검색

동일발명에 대한 다른 국가의 특허검색(Patent Family)
동일한 우선 출원을 공유하는 관련 특허검색(Priority)

발명자(Inventor,Author) 특정기술의 전문가 조사

출원기관

(Patent Assignee)

특정기술의 소유권자

검색 경쟁사의 기술조사

특허사용 계약에 활용

특허침해 여부조사

경쟁사 동향 파악

주제어(Keyword)

선행기술 및 최신기술 파악

제품이나 제법의 기술변천 조사

최신 출원을 확인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경쟁정보 입수

특허침해 여부 확인

국가(Country)
국제기술현황 조사

외국인의 특허현황 검색

원하는 언어로 작성된 대응특허 조사

특정국가의 기술현황 파악

공고일자

(Publication Date)
기술추세 파악 경쟁추세 파악,
통계수치 조사 특허기간의 확인,

법적상태

(Legal Status)

특정국가의 출원단계 파악

특허 청구범위의 입수 미국( )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만기특허 조사

특허기간 연장사항 파악

재심결과 입수

특허의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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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4.

초기단계4.1

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 및 기술축적에 극1980
심한 감시와 더불어 지적소유권 개방압력이 불어닥치면서 기업에서도 그 대응방

안으로서 기술개발의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보호 국내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등의,
특허정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에서 상품판매에 이르는 기업활동 과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정보를 조

사 관리하는 특허전담부서가 증가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그러나 이러한( , 1994).
변화는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관련기관 및 특허정보의 유통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예로서 국내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한 특허청의 지적소유권정보 종합전산망 구축계획이라든가 해외 데이터베이스

의 국내 대리점 개설 국내 특허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기업체의 특허관리에 대, ,
한 교육프로그램 부산직할시 산업기술정보원 의 활성화 등이 이를 입증해( , 1994)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정보활용과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가 산발적으로만 되어

있었을 뿐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발표되지 못하다가 년에야 비로소 이영주에1984
의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정보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헌을 통하여 선진국가들의 특허정보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과 국내 특허관

리기관 및 각급 도서관들의 특허정보관리 현황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인쇄자

료로 된 특허자료의 수집과 보관 분류 색인 및 초록 탐색 그리고 보급의 현황, ,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하여 특허자료 활용을 위한 특허자료관리의 개선

책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선책으로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는 특허정보.
에 대한 검색효율의 증진과 파일유지문제 특히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

정보 검색시스템 개발의 다각적인 연구와 전국적인 온라인망 구축에 대한 정부

의 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영주( , 1984).
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된 정보이용방식별 성장추세 산업연구원1990 ' ' ( , 1990)

를 보면 년도 이후에는 수작업 검색에 비해 온라인 검색의 성장이 활발해1987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기술과 특허제도가 상호보완적으

로 발전하고 특허정보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작업 검색은 한계에 부

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양의 증가와 더불어 복합화되어 여러 분류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검색자가 작성한 검색식을 이용해 결과를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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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검색은 컴퓨터와 통신기술 및 검색시스템 의

발달로 년도 이후 급격히 그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었다1987 .
따라서 수작업 검색과 온라인 검색의 이용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특허정보의 검색방법과 문제점을 수작업과 기계작업 컴퓨터 마이크로필름 으로( , )
나누어 각각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방용주 에 의해서 이(1987)
루어졌다 그는 특허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도.
록 특허정보의 자료 수록 형태 및 분류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검색시

의 검색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가 지적한 수작업 검색의.
문제점은 분류자료 미확보와 특허정보 전문가 및 특허정보 관리교육의 부재이

다 한편 온라인 검색의 문제점은 분류자료와 통제언어집의 미확보 및 정 보검.
색자의 특허정보 검색능력 미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온라인 검색의 초기단계.
에 머물고 있던 이 시기에는 온라인 검색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기단계4.2

특허정보 활용시 온라인을 이용한 효과적인 검색방안은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을 비교하는 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허정보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고 현재 사용,
중인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을 시스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

는데 먼저 과 의 구성 및 기능을 알아보고 그 시, KINET - LINE KIPO - LINE
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 비교하는 연구로 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과 시스템

의 검색기능 및 방법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을 중점으로 분석하

였다 신현호( , 1989).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는 주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특허정보 검색시 많

이 이용되는 와 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특허정보 검색DIALOG KINITI-IR WPI
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모 등을 들 수 있다 년대에는 데이터베이스와( , 1993) . 1990
온라인 검색시스템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수도 증가되어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온라인 검색 또한 그 활용도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종모는 데이터베.
이스 구조 필드구성 및 검색항목 명령어 특성 검색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 ,

와 에서 제공하는 사의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DIALOG KINITI-IR Derwent WPI .
연구결과로서 첫째 동일국가나 기관의 특허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마다 수록,
범위와 특허종류 필드의 구성이 다르므로 사전에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색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검색에 있어서. , W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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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가 중복 수록되어 있어 통계관련 검색은 지양해야 하며KINITI-IR
와 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색인 방식이 다르므로 명령어 사DIALOG KINITI-IR

용과 특정 필드의 검색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검색시스템은 구성 필.
드의 종류와 데이터 포맷이 다르므로 검색 전에 그 차이점을 충분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년대는 국내에서도 이 등장하게 되는 때로서 다방면에 걸1990 CD-ROM
친 주제분야에서 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제작된 특허관련CD-ROM .

은 대우전자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 은 현재 대우전자 및 국CD-ROM CD-ROM
내연구소 특허부서 등 약 여개 업체에서 연구정보나 특허관리용으로 활용, 200
되고 있다 대우전자 패트롬 사업팀에서는 국내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 ( , ,
표 의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인 을 제작하여 국내외, ) CD-ROM "Patrom"
대우전자 연구소에 특허정보 및 선행기술을 조사 제공하고 특허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패트롬 사업팀은 년 지적재산부 전략. 1993
정보팀으로 시작하였는데 연구소의 선행기술조사 및 소송관련 선행자료조사를,
주업무로 하던 때에 미국 일본 등의 외국자료는 온라인이나 등을 이, CD-ROM
용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으나 국내 자료는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전무

한 상태라 일일이 책자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해야 했으므로 이것이 동기

가 되어 국내특허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된 것이다 김기성( , 1994).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 억원을 투자하여 년 월 국내 최초로1993 96 3 20 1994 11

한국특허를 인덱스와 원문이미지로 나누어 구상한 광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발표

하였고 년 월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에 담은 한국 특허정보 검색, 1995 3 CD-ROM
시스템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특허"Patrom" . 1996 "
검색 과 함께 기능을 추가시킨 을 발표하였다 또한" patent map Patrom 4.0 S/W .
일본공개공보의 한글 번역판인 이 년 출시되었고 한국특허 및 실J. Patrom 1997
용신안을 일본어로 번역한 을 발간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김경K. Patrom (
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특허검색 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1994). " "

으로 판매하던 한국특허 실용신안의 공개자료와 상표데이터베이스의CD-ROM ,
인덱스 약 만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데이터와 의100 . CD-ROM
원문 이미지를 연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서 인덱스와 청구

범위를 검색하고 이용자의 에서 의 원문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대우PC CD-ROM .
전자의 국내 특허 검색시스템 개발은 낙후된 국내 특허정보관리를 일거에 선진

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특허정보의 온라인 검색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년 현재 국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1997 KINITI-IR, KIPRIS,



특허정보의 조사와 활용에 관한 연구 39

의 수록항목과 검색항목 그리고 특허 상표 의Patrom, PIS, TPI, KORES, TM , ,
장정보 수록기간 및 비용을 비롯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검색방법에 대

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연구.
로서 실제 검색할 때 검색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

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김수천( , 1997).
그러나 이러한 특허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은 특허정보가 갖는 특성으로 인

하여 다른 분야의 정보검색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드물

어 검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초록 데이터베이스인. PAJ (Patent
등을 구동하는 프로그램과 대우전자에Abstract of Japan) CD-ROM MIMOSA ,

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범위 항과 공보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한1
그리고 인터넷에서 지원되는 미국특허청 를 예Patrom, Advanced Search Page

로 기술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도구들의 특징과 비교를 전산검색의 차원에,
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헌수 각각에 대한 검색가능 범위 이( , 1997). ,
미지 지원 특허와 실용신안의 지원 여부 형태 초록에 대한 특징 등을 중심으, , ,
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검색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지적하였다 첫째 키워드 선정에 선행하여 분류 기간 출원인 발명가 등의. , , , ,
서지적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줄이고 외국출원의 경우와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의 경우 발명가나 출원인 검색을 통해 해당건에 가장 근접한

출원을 검색토록 한다 둘째 키워드 검색에 있어서 논리연산자로 결합되는. , and
단위는 그 순서를 항상 가장 넓은 범위부터 시작하여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범위

가 좁고 특정된 키워드 순으로 진행하며 키워드 자체의 열람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는 그 빈도를 파악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 상적,
으로 사용되는 특허용어들에 숙달되어야 한다 셋째 분야별로 되어있는 데이터. ,
베이스의 경우 관련분류를 파악하고 있어야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잘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기단계4.3

년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1990
새로운 정보검색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자원

을 인터넷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안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에

대한 연구 김봉섭 신동한 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인터넷으( , 1996 , 1996) .；

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는 다시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져 서비스가 이루어지

는데 각국의 특허청이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무료이며 기존의 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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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무료와 유료를 병행하거나 유료화되어 있다

(Information Today, 1997).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상용검색 시스템을 탐색할 때 이나 아DACOM-NET
이네트망과 같은 상용통신망 혹은 과 와 같은 학술정보통신망KREN KREONET
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반 네트워크인 에 연결된다 으로 전송NSFNET . NSFNET
된 정보는 개의 지역 통신망 중 하나를 통한 후 다시 상용통신망을 통해14 ,

와 에 전달된다DIALOG Ovid .
이와같이 기존의 상용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동시화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에는 전송속도 의 전송속도는 약 와 통신비(NSFNET 45Mbps)
의 절감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문자 위주의 차원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다중2 ,
접속 하이퍼미디어로 입체화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웹방식,
은 이미 산업 표준화를 넘어 대중화의 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특허정보는 적절한 가격과 쉬운 검색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검

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전문가에게는 평범(Lambert, 1996),
한 것일는지 모르지만 넓은 주제분야에서 기술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일반 이용

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지적 재산 실(Spear, 1996).
무자에게 인터넷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는 점과 동시에 좋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두가지 측면이다 한편 특허정보.
제공자와 정보전문가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은 온라인 검색을 이용해 특허정보를 찾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문헌에 의한 검색도 병행될 것이며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특허 이미지에 대한 위

성 전송과 같은 공중 데이터네트워크가 미래의 특허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이 될 것이라고 한다 (Shomade, 1996).
현재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외 특허정보는 많지만 국내 특허정보를 직

접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우전자에서 제공하는 과 정보통신 한국전Patrom
자 통신연구소 의 디지털도서관 뿐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의 경(ETRI) .
우에는 제공되는 특허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특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특허청을 방문하거나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세한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로 인해 수많은 기업체와 연구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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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5.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나룰 수 있다CD-ROM ,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5.1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와 와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와DIALOG PATOLIS
그리고 통신을 이용한 특허정보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KINITI-IR, ETRI PC

한다.

상용 데이터베이스5.1.1

1) DIALOG
는 전세계 개국의 특허기관에서 입수한 특허정보를 수록한DIALOG 33

미국 특허 전문정보가 수록된Derwent World Patent Index, U.S. Patents
북미 및 유럽의 등록상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Fulltext,

등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의 웹에서 초보자도 쉽게 특Trademarkscan .
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를 개발하였다ScienceBase(http://kscience.dialog.com) .
표 은 의 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제공기관과 수록 건수< -3> DIALOG ScienceBase
에 따라 수록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의 의 파일< 3> DIALOG ScienceBase

File No. File Name 제공기간 수록건수 수록내용

123 CLAIMS/Reass-ingne
e&Reexamination 현재1980～ 만건30

미국특허에 대한
소유권이전

재심 연(1980 )/ (1981 )/∼ ∼
장 파기(198 6 )/ (1985 )∼ ∼
등 특허부여 이후의 정보
수록.

125
340

CLAIMS/US
Patent Weekly
CLAIMS/US
Patent Abstract

최신

현재1950～
건2,000
건230

미국특허 및 의장특허
수록 특허명세서상의,
첫페이지 초록 청구범위/ /
등이 수록되며 가장,
최신의 특허는 번125
파일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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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File Name 제공기간 수록건수 수록내용

342 Derwent Patent
Citation Index 현재1973～ 만건100

모든 분야의 개국16
특허에 대하여 발명자 및
심사관이 인용한 특허 및
문헌정보 수록 에.(WPI
초록이 제공되는
개국의 특허16 )

344 Chinese Patent
Abstract 1985 1976～ 건62,000

중국특허청에서 영문으로
중국 특허를 제공.
서지정보 초록 대응특허/ /
등을 수록.

345 INPADOC/Family
&Legal Status 현재1968～ 건1,150

유럽특허청에서 개국의60
특허정보를 제공하며,
서지정보 및 개 국가의12
법적상태정보 수록 특히
국가별 우선권주장일
수록.

347 JAPIO 현재1976～ 만건400
일본특허청에서 일본의
공개 특허를 영문으로
제공.

348 European Patents
Full-Text 현재1978～ 만건60

유럽특허청에서
유럽특허를 전문 및
요약문으로 제공.

351 Derwent World
Patents Index(WPI) 현재1963～ 만건800

전세계 개국의40
특허정보를 제공.
서지정보 초록 등이,
수록 년부터. 1988
특허대표도면
수록 화학구조식은.(

년부터 수록1992 )

353 APIPAT 현재1964～ 만건24
미국 석유연구소에서
제공 석유 석유화학 등. /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특허정보 수록 연.
시간만 이용가능3 .

447 EMS World Patents
Int ernational 최신 만건27,000

현재 시판중이거나
연구개발 중인 약

여종의 제약1,000
화합물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

654
643
662

US Patents Full-Text
현재1990～

1980 1989～
1971 1979～

만건140
미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며 미국특허의,
전문이 수록 단 도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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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OLIS
는 일본 특허정보 자료를 검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수PATOLIS

록건수가 많고 한자 출력으로 이해가 빠르며 오프라인으로 도면도 출력이 가능

하다 또한 특허분류 기호 광역분류 고정키워드 색인어 등으로. , FI(File Index) , , ,
검색할 수 있어 검색효율이 높으며 권리 변동사항 및 심사 및 심판 경과도 파,
악할 수 있어 권리정보 검색기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년 월부터는 회화. 1990 1
방식인 에 명령어 방식을 추가한 를 운영하고 있다PATOLIS-II PATOLIS-III .
그러나 는 영문 계통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PATOLIS
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연결하여 검색할 때 차 검색 후 그 결과를, 2 1 ,
가지고 차 검색을 할 수 없다2 .
둘째 연산자 및 명령어가 부족하다 인접연산자 필드제한 기능 등이 없어 제, . ,
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기능이 없어서 재연결시 새로 다시 검색식을 입력해야 한다, SAVE .
넷째 전송속도 및 처리시간이 길어서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다, .

5.1.2 KINITI-IR, ETRI

산업기술정보원의 은 한국 및 세계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산업기술KINITI-IR .
정보원은 일본특허정보기구 의 일본 특허정보 온라인 시스템인(JAPIO)

의 국내 대행사 계약을 맺고 를 이용해 일본 특허정보를 비PATOLIS KINITI-IR
롯한 세계 개국 특허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54 .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ETRI
전자통신분야의 최신정보와 최근 기술동향 학술논문 도서 보고서 정보통신통, , , ,
계 특허 표준 회의 학술강좌 등의 데이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최근 건, , , , . 20
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갱신 제공되고 있어 전자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접속해 보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 은 현재. < -4> KINITI-IR
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문데이터베이스와 한글데이터 베이스의 수록기간과 수록

분야 수록건수에 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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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록 데이터베이스 현황< 4> KINITI-IR

구분 명DB 수록기간 수록분야 수록건수

영문

데이

타베

이스

INSP 현재1978～ 전기 전자 물리 컴퓨터 정보과학, , , , ,
제어공학

만365
PATN 1963 1984～ 세계주요국특허 만1,069
PA85 1985 1992.4～    
PA92 현재1992.5～    
COMP 현재1979～ 응용공학 공학전반, 만180
ISMC 현재1979～ 기계공학 생산공학, 만18
FATA 현재1980～ 식품 유가공 육류 어류 주류 제과 규격( , , , , , ) 만19
META 현재1980～ 금속공학 재료 공정 성질 제품 현상( , , , , ) 만61
NTIS 현재1977～ 미정부지원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사회과학( , ) 만122
BIOT 현재1985～ 생명공학전반 유전공학 생화학 발효 배양( , , , ) 만14
EMBS 현재1988～ 의학전반 약학전반, 만200
KEPA 현재1984～ 한국특허영문 만6
FSTL 현재1983～ 해외판매기술 만1
KREP 현재1993～ 과학기술연구개발보고서 천1
KSMA 현재1991～ 국내과학 의학분야 영문, 천7

한글

데이

타베

이스

 

BIST 현재1991～ 국내과학기술문헌정보 만27
DIGS 현재1979～ 국내정기간행물기사색인 만62
DIMD 현재1978～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만29
KPTN 현재1970～ 한국공고특허 만8
KUMO 현재1980～ 한국공고실용신안 만8
KODE 현재1983～ 한국의장 만13
KUPA 현재1983～ 한국공개특허 만20
KUUM 현재1983～ 한국공개실용신안 만22
ITCH 현재1962～ 국내도입기술 천9
CODI 1993 국내제조업체총람 만2
BIT 현재1991～ 산업무역문헌정보 천4
DBDR 현재1992～ 데이타베이스총람 천2
EPIC 현재1991～ 경제정책관련정보 만 천1 5
KSDB 1994 한국규격정보 천9

도서

검색

MCAT   소장단행본 보고서류, 만5
FCAT   해외협력위원회 송부자료 만 천2 3
UCAT   연속간행물 만 천1 8
NTIS   연구보고서NTIS 741
ICAT   출장연구보고서․ 만 천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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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5.1.3 PC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작한 발명특허정보 특허, , (
실용실안 의장 상표전반 한국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유니텔을 통해/ / / ), .
서도 특허기술정보센타의 국내외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KIPRIS) .

데이터베이스5.2 CD-ROM

최근에는 의 형태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CD-ROM LAN
의 확산과 더불어 그 효용가치가 점차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형태로 검색요원이 전문적으로 검색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는Stand-Alone PC
데 현재는 방식을 이용하여 상의 성능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CD-Net LAN

의 형태로 제작되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CD-ROM
뿐만 아니라 그 확장성도 매우 뛰어나다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데이. CD-ROM
터뱅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에 비해 속보성은 뒤떨어지지만 일단 구입

하고 나면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입수할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의,
내용도 이미지 등 매우 다양하다Full-text, .
검색방법도 지금까지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상이했지만 최CD-ROM ,
근에는 대형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자사에서 만든 데이CD-ROM CD-ROM
터베이스의 경우 검색방법을 같게 함으로써 사용 편이성이 개선되고 있다 즉.
초기의 검색화면에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할 줄 알면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검

색환경을 제공하는 도 최근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검색기술을CD-ROM .
바탕으로 은 향후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정보원으로CD-ROM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본다 교보문고 첨단정보팀 신원 데이터네트( , , 1997).

인터넷 데이터베이스5.3

인터넷의 경우는 최근 년 사이 웹의 대중화에 힘입어 새로운 정보가 계속1 2∼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인터넷의 텔넷 또는 웹에 연동하여 서비스하는 상용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는 상호간에 접속하. PC
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접속성이 뛰어나다는 큰 장점으로 인하여 계속 이어

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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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이미지 음성 동화상 등 다양한, , ,
형태의 정보를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검 색 능력이

있는 정보 이용자들은 이용료가 고가인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인

터넷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아직은 상용화 할만한.
수준에 미달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지만 여러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검색,

에 이은 정보제공 수단의 차기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CD-COM
하다.
현재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잘 알려진 곳도 많지

만 상용 데이터베이스만큼 완벽하고 신속하게 폭넓은 업데이트가 유지되지는 못

하고 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사이트 중에서 어느 사이트에 원하는 정보가 숨어.
있는지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 확보.
차원과 상용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검색기

법을 개발하고 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와 같다 아직까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5> .
질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질보다 정확하고 접속방법도 다양하지만 무료라는

면과 하이퍼링크 기능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검색에 대한 유용성으로 인해 인

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인기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적인 향상도

동 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상용 와 인터넷 의 주요 특징 비교< 5> DB DB

데이터베이스월드 시장정보의 검색과 활용방법 참고* 97/2 (2)

구 분 상용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 범위 제한된 범위 범위제한 없음

멀티미디어자료

제공여부

가능하나 제한적

대부분 불가( )  가능 쉽고 편리함( )
정보소재의 신뢰도 소재분명 소재분명 일부 불분명( )
접속방법

인터넷망 공중망, ,
망CD-ROM   인터넷망

사용료 유료 무료

멀티 데이터베이스

검색가능여부 
가능

데이터베이스마다(
통일성이 있으므로 정밀,
일괄검색 가능) 

불가능하지만 하이퍼링크 이용한

관련정보 입수가능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대다수(
사이트의 일괄검색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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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바대로 인터넷 데이타베이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상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검색엔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잘 살펴서 특징별로 대표,
적인 검색엔진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숨어있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

움이 된다 그러나 검색엔진은 자동적으로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 색. ,
인하여 자체적으로 구축되어진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러한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가 존재하기도 한다 즉 의 규칙에 의. "Rober Exclusion Standard"
해 로봇의 접근을 막아 놓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문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일부는 상용으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색엔진으로는 검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이동한 다음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전문 데이터베이스

는 그 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검색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와 같URL
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한군데 모아 놓은 사이트가 많이 서비스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입수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전문적인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검색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정보를 검색할 경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
떤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확한 주제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검색을 할 경우.
온라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에 선행조사 차원에서 먼저 인터넷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조사의뢰 내

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검색의 주제와 목적을 파악하고 검색. ,
용어의 선정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검색

의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그리고 온라인 상용 데이터베이스간에 검색단CD-ROM,
계를 구분하여 정보검색을 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저 비용의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이미지 음성 동. , ,
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즉시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편리하고 신속한

접근성을 가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에서 구축한 특허관련 웹사이트5.3.1

정보기관에서 구축한 특허관련 웹사이트에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각국의 특허,
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들로 대한민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 , ,
럽 특허청을 들 수 있다 각국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기관의 웹사이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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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그 나라의 특허제도 및 출원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안내하/
고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1) (KIPO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 통신 민원안내시스템 을 통, PC , (Kiosk)
합하여 특 허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특허 행정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 을 개발하고 년 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 1997 1 .
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출원 등록 등 산업재산권 제도 절차, ,
및 통계 주요 추진사업 부서별 담당업무 우수발명 소개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 , ,
이용방법 민원사례 수수료 산업재산권 행정에 대한 질의 건의 등에 대한 온라, , , ,
인 처리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 상표 등 특허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특. ,
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검색 제외 통신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 PC
특허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청에 대한 건의 질의를 온라인을 처리가, ,
능 한 민원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특허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검색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특허청이 제작한 세계 여개 국에서. 500
발행되는 특허정보의 서지정보와 관리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Patent Family

를 제공 받을 수 있다(PAFIS) .

미국 특허청2) (USPTO 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인터넷의 근원인 미국의 특허청은 방대한 양의 자료와 자료에 대한 접근으로

다른 국가의 특허청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허청 조직 각 부서의 전화번호 우. , ,
편번호 연락처 각종 양식 특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기본사항 등 국민에 제공, , ,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키워드검색을 할 수 있어 선행기술조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일본 특허청3) (JPO Japanese Patent Office)：

세계특허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의 특허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는 특허

분야에서 행사하는 일본의 위상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다 인터넷을 포함.
한 일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반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

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이트가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JPO
점 또한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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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4) (EPO European Patent Office)：

미국 일본과 함께 특허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와 업적을 자랑하는 유럽 특허청

은 그 명성 에 걸맞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
로 유럽특허청과 유럽 특허에 대한 일반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에서, EPO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곳은 세계각.
국에 흩어져 있는 특허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 제공하는 기능면에서 다른 사이

트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특허청과 같은 검색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
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같은 검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5)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특허국이 아닌 국가로서 현재 인터넷 특허정, , ,
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페인 스웨덴 핀랜드 영국 오스, , , ,
트리아 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등으로 특히 아시아 국가로 홍콩의 특허정보 데, , ,
이터베이스 개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정보화 선두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것보다 검색서비스가 부실하고 중국의 것이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5.3.2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년1998
월 현재 개 안팎에 불과하며 검색이 가능한 국가도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1 20 , , , ,
한국 등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이 미국의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특허정보 자료는 주요 선진국 데이터베이스만 검색하더라도 좋.
은 성과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은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국내의

과 국외의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의 경Patrom USPTO, QPAT-US, IBM . Patrom
우 국내의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면,
에서 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비록 적을지라도 국외의 것들과 비교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국외의 은 무료로 이용할 수. USPTO, QPAT-US, IBM
있는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데이터의 양이 많고 다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보다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비교적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50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1) Patrom (http://patrom.dwe.co.kr/index1/html)
은 대우전자 지적재산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특허 실Patrom ( ,

용신안 상표 의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을 제작하여, , ) CD-ROM "Patrom"
특허정보 및 선행 기술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 년부터. Patrom 1993

년까지 약 년간 억원을 투자하여 년 월 국내최초로 한국특허를1996 3 20 , 1994 11
인덱스와 원문 이미지로 나누어 구성한 광 파일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발표하였고

년 월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에 담은 한국특허 검색 시스템1995 3 CD-ROM
을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명특허 또한 작년에는"Patrom" ( , 1997).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특허검색 과 함께 기능을 추가시킨" " patent map "Patrom
을 발표하였다4.0 S/W" .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특허인 검색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의Patrom
으로 판매하던 한국특허 실용신안의 공개자료와 상표데이터의 인덱스CD-ROM ,

약 만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데이터와 의 원문이100 . CD-ROM
미지를 연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서 인덱스와 청구범위를 검

색하고 이용자의 에서 의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PC CD-ROM .
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 현재는 한국자료로 한정되CD-ROM

어 있지만 앞으로 한국자료 이외에도 국외 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단점을 지적하자면 전체 레코드 검색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지난 한달간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에 불과, , ,
하다 비록 인터넷에 연동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시점에.
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들에 비하면 무료

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한글로만.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국내 특허를 검색하고 자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USPTO (http://patents.uspto.gov)
는 년 이후로 년 월 현재까지USPTO 1976 1998 1 U.S. Patents Bibliographic
와 를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Database AIDS Patents Database

해주고 있다 는. U.S. Patents Bibliographic Database utility, design, reissue,
들을 내용으로 하는 로 구성되어plant, SIR patents "the fromt page of patent"

있는데 발명자명 특허제목 출원인명 초록 특허내용에 대한 간단한 디스크립터, , , ,
와 같은 서지적인 레코드를 담고 있다.
갱신주기는 보통 미국특허청의 특허정보가 갱신되는 날과 동시에 진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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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매주 목요일마다 갱신되고 있다 수록범위는 초록을 포함한 서지사항만.
을 제공하며 전문과 이미지 등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툴바에 있는 "Order Copy"
를 클릭함으로써 더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을 지불하고$3.00
별도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전문과 이미지를. AIDS Patents Database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3) QPAT-US (http://qpat2.qpat.com/index.html)
는 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는 프QPAT-US Questel-Orbit , Questel-Orbit

랑스 사와 미국의 사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허 무역Questel Orbit , ,
과학 화학 비즈니스 및 뉴스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은행이, ,
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사로 링크가 가능하다. QPAT-US Questel-Orbit .

는 년 이후 미국 특허의 전문을 유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함과QPAT-US 1974
동시에 년 이후 미국 특허의 는 등록만 한다면 무료로 검색할 수1974 front page
있고 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의 홈페이지를 검색Demo Database 6,543
할 수 있다.

4) IBM (http://patent.womplex.ibm.com)
에서는 지난 년 동안 출원된 미국의 특허 만건 이상을 웹을 통해서IBM 26 200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제목 발명자 출원사항 초록 클레임 기관 특허 참고. , , , , , ,
자료 등 특허정보에 관련된 범주내에서 키워드나 특허번호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 년 이래로 출간된 만건에 달하는 이미지 또한 무료로 검색할. 1987 100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년에 발표된 특허의 이미지를 추가시. 1974 1986∼

키고 전문과 국제 특허날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색 서버의 검색능력을 향상시

키고 다른 서버와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에서 무료로 특허정보. IBM
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은 사의 연구진들의 기술연구IBM
를 돕기 위해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의 또다른 목표는 웹상에서 서비스하기IBM
위한 방대하면서도 쉬운 방법의 디지털 문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
한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

고 사내의 내부적 요구를 비롯해서 외부적 요구를 위해서도 유사한 서버를 만드

는 세계적인 조직들을 증가시키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든 특허정보내에.
서 다른 미국의 특허자료로 하이퍼링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최신의 정보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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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6.

세계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는 가운데 현대의 기업은 기술개발과 기

술혁신의 전과정에 걸쳐서 특허와 관련된 정보의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

화되고 있어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정.
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특허제도의 목적을 서술하고 특허정보의 특

징 특허정보의 조사 및 활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한편 선행연구 조사에 의하면 특허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에 관한 연구들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은 무료로 서비스되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으나 인터넷으로. Patrom
서비스되는 유일한 국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는 초보자에게 많이 이용되는 인지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로. USPTO
알려져 있다 의 경우는 상용온라인 서비스기관 인 사에. QPAT-US Questel-Orbit
서 운영하는 것으로 특허를 포함한 다양하며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 한다 끝으.
로 에서는 이미지 정보가 서비스되는 것으로 최근에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IBM
을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
아가서 이것은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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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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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우리사회는 경제적 기초가 허물어지면서 사회적 결속력이 빠르게 이완되고 있

다 우리는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 . , ,
체 국가공동체가 있기에 우리사회는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존립해오고 있다 그, .
러나 요사이 사태로 인해 사회전반의 공동체적 가치관이 급속히 붕괴되는IMF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공동체 붕괴의 근본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문제는 신뢰의 상실과. ‘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나온다’ .1)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의 붕괴는 누군가 희생을

당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도우려 하지 않는 비정한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
를 살아가는 개인은 극도로 불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에 대안은.
없는가 더불어 살아갈 방안은 없는가 이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해결의 한가닥. .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파가 도서관계에도 닥쳐오고 있다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IMF .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의 정부의 기획예.
산위원회에서는 인사 예산 조직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
정부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추진

할 것이라고 보도 되었다 이에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민간에 맡긴다.
고 해서 재정상태가 당장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목소리 하나를 담아 보자.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료수집기관이다 즉 국민에게 필요한 정.

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는 총책임을 맡은 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 ․
서관 민간위탁 절대반대 이유를 들어본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맡은 사명의 공. ,

공성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총괄관리하는 지식자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

국민모두가 자유롭게 그리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

은 효율성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나라전체의 학문.

활동과 기업활동 국민의 독서생활을 본격 지원해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

다.2)

사회적 결속력이 빠르게 이완되는 이 시점에 도서관을 일으키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삶이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동체.
1) 이성학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한 사회 빛과 소금 쪽, , 1998. 6, 34 36 .「 」《 》 ∼

2) 이용재 국립중앙도서관 민간위탁 반대 독자의 편지 동아일보 금요, , , 1998. 6. 5(「 ： 」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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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를 펴는 데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 일.
에 참여하는 이들은 경제논리에 따르지 않고 살아온 그들 나름의 경험세계가 있

으며 이 경험을 통하여 나름의 삶의 의미를 체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
이에 나는 창원이라는 땅에서 공공도서관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일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 이들이 만들어 가는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세계를 들여다보고 도서관 이용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
미를 주고 있는 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나는 오늘.
날 허물어져 가는 공동체의식과 인간의 정신적 황폐감을 회복하는데 공공도서관

이 우리의 삶 속에 의미있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며 공공도서관,
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인,
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창원시 공공도서관 개설 과정.Ⅱ

창원시는 제 공화국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따라 년에 만들어진 국내3 1974
최대의 기계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 년 창원시로 승. 1980
격되면서 도시의 성장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모습도 년경 나타나기 시작한1983
다 년 당시 인구 만 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한 창원시는 우리나라. 1983 14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행정제도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이 년 월 일 경1983 11 16 '
남도립도서관 이라는 이름으로 경남교육청에서 교육단지내에 세워지게 된다' .
공단배후도시로 탄생한 인공도시의 삭막한 분위기에 도서관이 세워짐은 많은 학

생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할에 대하

여 비판도 많이 받게 된다.3) 개관당시의 신문기사 한 토막을 들여다보자.

경남도립창원도서관의 개관식이 일 상오 시 창원시 중앙동 의 창원도16 10 106 3

서관에서 이수동교육감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내빈 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

있었다 창원도서관은 총 열람석 백 석으로 이중 남자열람석 백 석 여자열. 6 6 1 98 ,…

람석 백 석 아동열람석 백 석 성인열람석 석 참고열람석 석 정기간행1 44 , 1 8 , 48 , 54 ,

물실 석 등이며 현재 장서는 아동 및 역사문고 천 백 권을 비롯 문학 천55 , 1 5 43 , 2 38

권 언어학 백 권 예술 백 권 기술과학 백 권 순수과학 백 권 사회 과, 5 70 , 6 50 , 8 13 , 4 6 ,

학 백 권 종교서적 백권 철학 백 권 기타 백 권 등 총 천 백 점의 장8 10 , 4 , 4 90 , 4 5 8 1 25

3) 창원도서관은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창원시는 타도시와 달리 완전한 계획.
도시로 주거 지구 교육지구 상업지구 행정지구 공업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창원도서관, , , , .
은 교육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위치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



58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서를 보유하고 있다 창원도서관의 초대관장에 조창석씨 행정사무관 가 취임하여. ( )…

이날 개관을 보게 된 것이다.4)

요즘 창원과 마산시립도서관 주변에는 밤만 되면 불량배들이 설쳐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시설과 환경이 좋아 마산시내의 학생들이 많이 이.

용하고 있는 창원도립도서관의 경우 시내버스를 타는 곳까지의 지름길이 보안등 마

저 없는 골목길이어서 불량배들이 설치는 등 도서관 주변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 …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마중을 나오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월 개관한 창원. 11

도립도서관은 백 개 좌석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어 평일에는 백 백명이 이6 18 3 4∼

용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좌석이 모자라 백여 명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3

실정이다 이 도서관을 찾는 학생 대부분이 학교수업을 끝내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 인당 원의 입장료를 주고 문을 닫는 밤 시까지 공부를 하1 100 10

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5)

개관 당시와 개관 개월 후의 신문기사에서 창원도립도서관은 자료중심 도서6
관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행정제도의 하나

로 그 존립의 근거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월에는 경상남도청이 동년 월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등 도단위 행정1983 7 , 9

기관들이 속속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단 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도단

위 행정 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지역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에 창원시· .
는 당초의 단순한 공단배후도시 기능에서 탈피하여 자족적 완결도시 건설을 목

표로 창원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 (1984)' . 1985 1992 8
년간 전국 시지역의 매년 인구증가율에서 경기도 안산시가 의 높은 성장21.20%
치를 나타냈고 창원은 로 전국 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년말, 11.68% 2 1992
에는 만 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창원시에는 주민들의39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년 월 창원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창원시1993 12 ' ' .
립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이 공부방 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창원시립도서관은 개관 하자마자 지역주민의 문화 정보 평생. , ,
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창원시민들이 도서관 봉사에 얼.
마나 굶주렸던가를 창원시립도서관 개관후에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4) 도립창원도서관개관 경남신문, , 1983. 11. 16.「 」 《 》

5) 도서관주변 우범화 보안등 조차 없어 불량배 설쳐 부산일보, , 1984. 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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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도서관이 지난해 월 일 개관이래 개월 만인 일 만 번째 입장12 14 1 14 , 3

객 창원 토월중 년 이진호 을 돌파하면서 연일 만원사례로 비명을 울리고 있다( 3 ) .

사정에 의해 개관을 서둔 탓으로 층 정기간행물실과 주부아동열람실 층 개가열1 , 2

람실 층 자유열람실 등만 우선 개방되었으며 지금도 여명의 직원들이 공휴, 3, 4 30

일도 없이 시민들의 독서공간 마련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6)

창원시립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지난.

해 월 일 개관한 이래 학생 주부 근로자 등 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12 14 , , 5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창원시립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전락한 기존의.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어린아이 청소년 주부 근로자 등 모든 사람들이 영상 음악, , , ,

을 비롯한 각종 오락과 휴식 독서 정보 등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청각실.

의 경우 방음시설을 완료하여 각종 음악프로그램 예컨대 클래식과 팝송 샹송 가, , ,

곡 국악 민요 등 장르별로 세분하여 영상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를 다량확보, , LDP

하고 있다 또 백 인치 대형 빔 프로젝트와 모니터를 갖춘 시청각실에서 상영하. 1 20

고 있는 문화영화는 주로 명화를 중심으로 상영하고 있다 주부아동열람실의 경. …

우 당초 명의 수용시설을 갖추었으나 인근지역에 국민학교가 개나 있고 아파트54 2

밀집지역이라 매번 돌아가는 학생이 많아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1 20

한편 부족한 아동도서를 추가구입하고 있다.7)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자료이용자가 초만원을 이루게 됨은 창원시의 태생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창원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와는 달리 외지유입인구가.
주민들의 를 넘고 있어 안정된 공동체적 성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90%
있는 도시이며 문화적 혜택의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삭만한 도시였다 이에 비, .
하여 공단조성과 도단위행정기관의 유치로 주민소득과 학력수준은 어느 도시보

다 높아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도시이다 이러한 주.
민들의 욕구를 기존의 공공도서관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열람실 위주로 운영되

었고 또한 공공도서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은 새로운 돌,
파구를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창원시립도서관이 개관하기 전 마산지 역.
을 중심으로 나타난 민간도서관의 등장이다.
민간도서관은 마산의 책사랑 울산의 글사랑 진주의 책마을 남해의 책' ', ' ', ' ', '
사랑 나눔터 등 경상남도 도내 전역에 걸쳐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

6) 창원시립도서관 즐거운 비명 경남신문 , 1993. 1. 12. }「 」《 》

7) 창원시립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인기 작년 월 일 개관후 만명 찾아 경남신12 14 5 ,「 ： 」 《

문 , 1994. 2.1.》



60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아간다 이 당시 신도시로 출발한 창원시의 주민들은 인근 마산의 책사랑까지. ' '
가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민간도서관 운동에 대한.
신문기사 한 토막을 들여다보자.

요즘 경남도내 마산을 비롯 울산 진주 진해 남해 등지에서 민간차원의 지역도, , , ,

서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독서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 회원. ,

제도를 통해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출판문화정보와 지역정보의

제공 각종문화행사의 개최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경남 도내, .

에는 마산의 책사랑을 비롯 울산의 글사랑 진해의 한울 진주의 책나눔 사랑' ' , ' ', ' ', ' ,

나눔 남해의 책사랑 나눔터 등 모두 여개의 지역도서관이 있다 함안 삼천포', ' ' 10 . ,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민간차원의 지역도서관운동이 본격화 한 것은 지난해 월 마산시. 6

남성동 성당 옆골목의 한 건물 층에 출판문화정보공간이라 불리는 책사랑이 생기3 ' '

면서 부터 전세중씨 책사랑 운영간사 등 몇몇 뜻있는 젊은이들이 공동출자. (30. ) ,

평의 공간에 만 천여 권의 책과 백 석의 자리를 갖춘 책과 사람이 만나는70 1 5 1 20 '

곳 을 마련했던 것이다 뚜렷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데다 한 권에 천 천원하' . 3 4… ∼

는 책값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많은 시민 학생들에게 책사랑은 큰 인기를 얻어

현재의 회원수가 천명에 이르며 가입자가 하루 평균 여명씩 불어나고 있다 엄4 20 .

마의 손을 잡은 유치원생으로부터 방학을 맞은 중 고생 가정주부 대 노인에 이, , 70

르기까지 다양한 회원들은 오전 시 분 경부터 나와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9 30 . …

밖에 마산에는 지난해 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명을 중심으로 산호 동11 3 2

신우빌딩 층에 사랑비가 생겼고 지난 일에는 산호동 대한아파트 상가 층에2 ' ' , 11 2 '

책세계 가 생겨 천여 권의 책을 확보하고 있다' 9 .8)

창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도시이므로 시민들에게 자신이 사는 곳이라는 의

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고양을 필요로 하는

도시이다 년대를 맞으면서 창원을 우리가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 1990
민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사회를 주도해 왔던 성,
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부터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인간화의 논리로 전환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를 주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년 책의 해를 기점으로 주민들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다1993 ' ' .
창원이라는 땅에 도서관을 바로 세워보자는 주민운동은 년 문화관광부가1993
지정한 책의 해를 기점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운동의 출발은 당시 마산의 민' ' .
8) 경남 민간도서관운동 활발 조선일보, , 1989. 2. 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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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던 책사랑의 도서관장으로 있던 전세중과 경남신문사' '
기자로 있던 박영석이 책의 해를 맞아 책의 해 경남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 ' ' '
해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부터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나는 자.
연스럽게 도서관을 매개로 만남이 시작되었다.
책의 해 경남조직위원회 조직에 대한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채 년은 저' ' 1993

물어 가고 년을 맞게 된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고 아쉬움 속에서 함께 모1994 . ,
여 논의를 한 결과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기 위한 운동단체인 연구소를 세

우기로 하고 동년 월 일 지역인사 명이 모여 창원도서관 회의실에서 가칭, 6 29 15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현재의 명칭은 경남정보사회 연구소 설립을' ( )'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9) 지혜를 모으는 도중 서로간 대립과 갈등도 많

았지만 년 월 일 연구소 개소식을 창원도서관 별관에서 가졌다 당시 개1994 10 4 .
소식 선언문의 일부를 들여다 보면 참여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터와 때를 바탕으

로 한 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

나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일. 3

시간이상 텔레비젼을 보고 있으며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 ,

문을 본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은 매체산업의 장사를 위하여 또는 힘을 가진 사. ,

람들이 우리를 조작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소통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라고 하는 것을 사며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며, ,

유행시키는 음악을 읊조린다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좋고 그들이 나쁘다고 하. ,

는 것은 나쁘다고 반복한다 내가 찾고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데는 없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웃과 함께 세상을 만들면서.

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유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의. .

하여 의견을 말하며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경남 도서관, . [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는 정보와 지식의 주권운동을 선언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

스스로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지역은 중앙에 종속된 지역이 아니다 중앙에서 생산된 정보. .

와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동네가 아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의 중앙.

종속 권력과 상업적 목적의 종속을 피하고 정보와 지식의 자치 정보와 지식의, ' ' '

9) 이 당시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로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양재한 창원. ( ), (
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 정영애 창원대 교육학과 교수 가 선출되었으며 그 외 참여자), ( ) ,
는 김장섭 한국중공업 자료 실장 김종대 마산시의원 박상표 수강한의원 원장 박애경( ), ( ), ( ),
창원도서관 사서과장 박영석 경남신문사 기자 변태현 창원대 도서관 정리과장 서휘( ), ( ), ( ),
창원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 우무석 경남문인협회 사무차장 전세중 책사랑 도서관( ), ( ), (
장 전창배 선임기술원 정기영 창원시 의원 차정인 변호사 이 참여하였다), (KIM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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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선언한다 만 경남도민은 더 이상 도서관 사서 장서의 수 법제도의' . 400 , , ,

미비점을 방관만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 없이 경상남도의 도서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데 누가 해결해 준다.

는 말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을 건설하며 우리가 가진 땀? , ,

동전 지혜를 모아 경상남도에 우리의 도서관을 건설하는 운동에 초석을 마련하고,

자 한다 본 연구소는 참여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 '

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지역의 정보와 지식소통을 양자 소통체제. ①

로 바꾸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정보와 지식이 놓. ,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 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 요구를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나

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친근한 이웃에 마을도서관을 구축하. ,②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을의 회관 아파트 복지센타 관청 공공건물 종교시설. , , , , ,

학교 직장 등 빈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들 스스로 유연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나,

가는 것이다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들의 유대감은 문화 중심지로서 마을이 자리. ③

잡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도서관을 정보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터전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단순히 중고교생들의 독서실이나 유. ,

행하는 소설류의 보급처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주민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며 또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넘어서서 관, . ,

료적인 절차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돈과 욕심을 넘어서서 개척자적인 결단,

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

도서관 운동에 모든이가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10)

도서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년부터 구체적으로 창원에서 일어난다 이와 때를 맞추어 년1995 . 1995
월 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공민배 후보6 27 ' ' 11)가 마을마
다 마을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된다 이러.
한 분위기에 힘입어 년 월 일 여 세대가 사는 사파동성아파트 단지1995 7 23 1,800
내에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인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 12) 동년 월, 8
10) 이 글은 창원도서관 별관에서 개소한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1994. 10. 4. ' '
개소식에서 당시 연구소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은진 교수 경남대학교 사회학(
과 가 작성 발표한 글로 연구소 창립 선언문에 해당된다) · .

11) 그는 년 월 일 실시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하였으며1995 6 27 ,
금번 월 일 실시한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어 현재 창원시장6 4
으로 재직중에 있다.

12)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독립된 단층 건물로 규모는 평정도이고 주민자, 29
치도서관 성격이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세운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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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봉림 사회교육센타내에 봉림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30 ' ' .13) 이어 년1996 1
월 일부터 창원시내에 나머지 개 사회교육센타에 대한 운영권도 창원시가 경1 8
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해 옴에 따라 동년 월에는 팔용마을도서관 반지마5 ' ', '
을도서관 사림마을도서관 중앙마을도서관 대원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 ' ', ' ', ' '
다 이어 년 월에는 나머지 개 사회교육센타에 동정마을도서관 사파마. 1997 1 3 ' ', '
을도서관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 ' .

년 창원시는 인구가 만에 육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1997 50
하던 중 타시에서 실시하는 구청제보다는 구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계

층구조를 감축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동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지방행정의 창의적 모델로 대동제( )大洞制

를 동년 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대동제의 실시로 기존의 개의 동을 개의7 . 24 12
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타 성격인 동민의 집으로' '
확대 개편하게 된다 이에 동년 월에는 용지동민의 집에 용지마을도서관을. 7 ' ' ' ' ,
월에는 명곡동민의 집에 명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기존의 의안동10 ' ' ' ' . ,

동정동과 소계동이 통합하여 의창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동정동사무소에 있던 '
동정마을도서관은 의창마을도서관으로 동년 월 이전하게 된다' ' ' 7 .
이 때를 기점으로 마을도서관 운동에 대하여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외에 타 시

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동년 월에는 새로이 개관한 남산사회교육. 5
센타를 경남여성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남산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대' ' ' ' .
동제 실시와 함께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시설이 유휴시설로 남아돌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을 논의하던 중 개 시설물을 시민단체에 위탁하여6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년 월 사회복지 법인인 경남종합사회복지관. 1998 2 ' '
에서 소계마을도서관을 노인무료진료법인인 복지법인 희연에서 명서 동' ' , ' ' ' 2
마을도서관을 자원봉사단체인 명서동새마을협의회에서 명서 동 마을도서관' , ' ' ' 1
을 여성운동단체인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신월마을도서관을 여성운동연합체' , ' ' ' ' ,
인 경남여성회에서 내동마을도서관과 가음정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 ' ' ' ' .
도서관문제를 연구 실행하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개의 마을도서12

13) 창원시에는 신도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경제사회 및 문화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의 복지회관 현재는 년9 ( 1998 1
월 일부터 사회교육센타로 명칭이 변경됨 이 운영되고 있으나 창원시 사회진흥과 자체1 )
평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학교와 공부방 외에는 상시 활용되지 않으며 공부방은 중고, ․
등학생의 하교 후에만 이용되고 있어 낮에는 텅빈 건물로 방치되어 어린이 놀이터로 활

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복지회관운영 활성화 방안 쪽.( , (1995, 1 ).
이에 사회교육센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을 연구 실행하는 경남'
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범으로 봉림사회교육센타 내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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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외에 경남여성회에서 개관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개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3 , 1 ,
에서 개관 복지법인 희연에서 개관 명서동새마을협의회에서 개관 등 개 시1 , 1 , 1 6
민단체에서 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중 개 마을도서관은 창원19 . 18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다.14) 개의 공공도서관과 개의 마2 19
을도서관 위치도를 작성하면 표 과 같다( 1) .
공단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는 인구가 만을 넘어선 지금 문화복지도시를50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이 창원시민들의 친숙.
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있는 것이다 향후 계획중인 개의 공공도서관. 2
건립이 완성되면 창원시는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14) 총 개 마을도서관 중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은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이며 개 마을도19 ' ' , 18
서관은 창원시로부터 매월 만원 동민의 집에 세운 마을도서관은 월 만원 씩 운영230 ( 200 )
비를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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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창원시 도서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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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 연구방법의 주류 패러다임은 양적연구방법이

다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실험과 통제 객관화되고 추상화된 질문지를 통하. ,
여 선험적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은 현단계.
우리나라 도서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현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석이.
부족한 바탕에서 제시하는 주의 주장은 현실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수상은 그의 책에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당면

과제해결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 즉 양적 연구에 치중하여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주류 연구방법으로 한국문헌정보 현상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경.
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그것을 준거틀로,
삼아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향을 모색 한다는 당면과제식의 연구방법에 편중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5)
우리의 일상화된 삶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설명과 해석은 그 기초를 부실하게

만든다 우리는 기초가 부실해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잘 알고 있다 성수대교 붕. .
괴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 사태 등도 이러한 예이다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 IMF .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지 않은 양적 연구물들은 겉만 번지르한 부실공사물을 양산하는 것과

같다 이에 본 연구의 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인간이 경험한 의미를 밝혀.
주는 현상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 .

현상학적 접근1.

현상학이란 현상과 경험에 관한 연구이고 현상학적 접근이란 경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상학은 상식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의미에.
로 복귀하려는 학문이며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경험을,
묘사함에 있어 언어를 통해서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
어 수영 동작시 수면과 나의 신체가 맞부딪치는 그러한 순간의 즉각적으로 체험

된 현상이 현상학이며 이러한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여 그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와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언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이 자신의 체험과 동일.
하게 그 느낌 그대로 완벽하게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15)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한울 쪽, ( , 1998),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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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과 그의 추종자인Edmund Husserl Martin Heidegger,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프랑스의 와Kierkegaard, Jean-Paul Sartre Maurice

등의 세기 초엽의 철학에 그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Merleau-Ponty 20 .16)
그러면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7)
첫째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연구한다 현상학은 우리가 개념화하고 범주화, .
하고 혹은 반성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반성 이전에 직접 겪는 대로의 세계,
즉 생활세계를 연구한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의 현상을 해명한다 의식은 인간, .
이 세계에 접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그 대상이 현실적인 것이.
든 상상적인 것이든 경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든 주관적으로 느껴진 것

이든 간에 모두가 현상학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상학 연구는 본질을 연구한다 현상학은 특수한 예들의 사실적 지위에, .
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그것은 얼. ,
마나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가 어떤 경험의 발생이 다른 조건이나 사건들,
과 어떻게 관련되는 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이 아이들이 이 특. , '
수한 자료를 어떻게 배우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경험의 본성이' '
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
넷째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겪은 그대로 언어를 통하여 기,
술한다 언어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 ,
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인간과학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우리의 체험에, .
대한 체계적 명시적 자기 비판적 상호 주관적 연구이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연, , , .
구의 주제는 언제나 체험된 인간세계의 의미구조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상학은 사려의 주의 깊은 실천이다 이는 삶의 계획 혹은 삶을 살아, .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계획에 주의 깊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일곱째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한다, .
여덟째 현상학적 연구는 일종의 시작 활동이다 시와 마찬가지로 현상, ( ) .詩作

학적 연구에서도 결론이나 요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시를 요약하게 되면 그 결과를 파괴해 버리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시 자.
체가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은 나름대로 한계점도 있다 한계점으로는 현상학 연구.

16) 외저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홍기형 역 문음사 쪽L. S. Barritt , , ( , 1983), 59 .『 』

17)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연구방법론 신경림 안규Max van Manen, , ·『 ： 』

남 역 동녘 쪽( , 1994), 2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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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 되어 있는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어렵고 너무 주관적이고 조사자의, ,
편견이 개입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며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 너무 애매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행하기 어렵,
고 절차상 지침이 없고 역사성이 결여 되어 있고 피조사자의 기억에 근거를, , ,
두고 있다는18)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는 다음의 예를 들어 현상학의 유용성을Hans Bleeker
강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은 미끄럼틀보다 그네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

아내었을 경우 그네의 어떤 점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방법으로 계산이나 측정으로 일관된 보고서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답을 얻으려면 어린이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그들을 세밀.

히 관찰하거나 그들과 함께 놀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통계적으로 조작된 현실로.

구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 …

문에 안다는 것은 모두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과학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던 까닭에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

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일과 그 이유 및 유용성에 대해.

서 확신하고 있습니다.19)

나는 년부터 창원지역에서 살아오고 있다 창원시가 계획도시로 출발하여1984 .
시로 승격된 년도와의 사이에 년을 제외하고는 이 도시와 함께 살아왔다1980 4 .
이 곳에 터하고 살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아왔으며 특히 공,
공도서관을 세워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함께 뒹굴면서 보

아왔다 나의 이러한 생생한 경험 세계는 계산이나 측정을 통하여 담아 낼 수는.
없는 은밀한 것이다 또한 이 곳에 터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세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세계도 마찬가지로 계량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나는 이.
곳에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을 세워나간 사람들의 경험세계

를 해석하고자 하며 그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현상,
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18) 외저 앞의 책 쪽Barritt , , 151 176 .∼

19) 위의 책 쪽,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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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과 자료수집과정2.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창원지역에 있는 개의 공립공공도서관과 개의 마을2 19
도서관이 성립되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박애경20) 이광수, 21) 전세중, 22),
차정인23) 을 선정하였다 이들이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성립과정에 참여한 경험.
세계를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약1998 6 9 1998 6 17
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간의 짧은 기간동안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2 . 2
던 것은 연구자가 창원에서 년간 생활하면서 공공도서관 분야를 집중적으로15
관찰해 왔으며 이곳에서 도서관 운동에 함께 참여한 공동의 경험을 갖고 있기,
에 연구대상자들과 비교적 쉽게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이다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제시된 준 구조화된 질문지

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전 과정을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
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을 하면서 대상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면담노.
트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노트에 정리하여 그들의 경험세계를 범주화하였,
으며 이들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였다, .

자료분석과정3.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로는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얻어진 녹음 테이프를 여러 번 들으면서 대상

자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20) 박애경은 지난해 월 일부로 경남의 대표도서관인 창원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취임하7 15
였으며 도내에 유일한 사서서기관이다, .

21) 이광수는 창원시립도서관 초대관장이며 향토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그가 초대관장으로.
재직한 년 개월 동안 창원시립도서관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봉곡동장으로 자리를1 2 ,
옮긴 후에는 오늘날 창원시 마을도서관의 모체가 된 봉림사회교육센타에 봉림마을도서관

을 경남정보사회연구소와 함께 세운 사람이다.
22) 전세중은 마산의 민간도서관 책사랑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마산 창원지역의 민간도서' ' ,
관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다.

23) 차정인은 마을도서관을 연구 실행하는 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창원지
역에 마을도서관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며 현직 변호사로 이 운동과 관련하여 지난해 독,
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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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기술된 내용 중에서 도서관 성립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절과 문장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공통

의 속성으로 묶어지도록 범주화 작업을 해 나갔다 범주화 작업시 같은 속성으.
로 분류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추출된 진술의 속성을 간단히 적은 뒤

에 같은 속성들끼리 모음으로서 주제를 만들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주제들은 다

시 모아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세운 사서직

관장의 경험 행정직 관장의 경험과 민간도서관 운동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상,
호 비교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학적으로 기술하였다.

공공도서관 성립과정 참여 이전과 이후의 경험.Ⅳ

창원에는 개의 공공도서관과 개의 마을도서관이 있다 이들 도서관을 세우2 19 .
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자라온 과정과 교육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창원지역의 도서관 세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 ,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확연히

다른 인의 경험세계를 살펴보도록 한다4 .
경상남도 내에 사서직분야 중 최상위직인 사서서기관 관장 박애경 창원도서관(
장 창원 시립도서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밑바탕을 만든 행정직 관장인 이광),
수 전 창원시립도서 관장 마산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민간도서관 운동의 개( ),
척자 전세중 책사랑 이사장 창원지역에 마을도서관 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차정( ),
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 의 경험세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도서관 세우는데( ) ,
참여한 경험이 그들의 삶에 준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도서관 세우기 이전의 경험1.

사서직 관장의 경험(1)

박애경은 서울에서 태어나 살 때 부산으로 내려와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6 .
그의 공공 도서관과의 첫 만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도서관을 만

나온 과정과 다를 바 없다 중학교 학년 때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장료. 3
가 저렴하므로 부산도서관 현 부전도서관 을 찾은 게 처음 만남이다 그의 도서( ) .
관과의 처음 만남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시끄러워 실망스러웠으며 그 후 도서관,
이용은 지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박애경의 도서관 이용경험은 나를 포함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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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의 이용경험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용경험을 한 기성세.
대들은 도서관이 독서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이러한 인,
식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도서관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애경은 도서관과의 또다른 만남이 계속되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을 갖게된다 고등학교 학년 때 과제처리를 위한 도움을 받는 시설로. 1
서 공공도서관을 만나게 된다 그때 친절한 도서관 직원을 만나 과제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그와 도서관과의 만남은,
계속되어진다 이러한 도서관 이용경험은 그를 이내 친숙한 도서관 이용자로 만.
든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친절한 사서의 봉사를 받은 경험이 그에게는 도서관.
이 그의 삶에 일상성의 시설로 다가오게 된다 당시 그의 경험에 대한 회고담을.
담아보자.

고등학교 학년 때 학교 과제처리 하러 부산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그때 참고열람1 .

실에 가니 참고열람실에는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계셨는데 친절하게 자료를 찾아주

시고 복사도 해 주고 과제와 관련된 책도 찾아주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숙제를 더, .

잘하게 되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후로 부산도서관을 토 일요일마다 자주 이용,

했습니다.

이러한 이용경험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이어져 도서관은 자료제공 외에도,
꽃꽂이 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실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서관의 이런.
모습이 그에게 좋은 직장으로 보여졌고 그 당시 도서관 직원 채용시 관행화된,
방법인 관장의 추천에 의해 임시직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된다.

행정직 관장의 경험(2)

이광수는 고성에서 태어나 초 중학교를 그곳에서 마친 후 고등학교는 명문, · ,
마산고등학교로 유학 오게된다 그는 현재 수필가이자 소설가로 향토문인 활동.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가 문인으로 활동하게 된 데는 태어난 지역의 자연.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바다와 육지가 동시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서 자라났으.
며 춘원 이광수와 이름과 같아 평소 춘원 이광수를 동경해 왔다고 한다 그의, .
학창시절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독서에 남다른 흥미.
를 가졌던 그는 책을 닥치는대로 읽는 독서광이었다 이러한 책읽기를 좋아한.
그의 독서습관은 도서관장으로 발령받기전 도서관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그를 도

서관장 시절 독서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으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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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라는 땅에 어떠한 형태의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공부해 도서관

을 세우는데 참여한 사람이다 그는 문인이자 창원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공도.
서관을 구상하게 된다.

년 예총단체가 창원에서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결성되자 사무국장으86 .

로 들어가 문학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술계와 접하면서 창원이 문화적으로 굶주린.

도시이고 삭막한 공장만 돌아가는 도시이므로 인근 마산 진해와 같은 기존의 도, , ,

시 메커니즘으로 창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서적 위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으로 도서관을 생각했습니다.

창원은 공단배후 도시로 출발한 인공도시이기 때문에 공장만 돌아가는 삭막한

도시 문화의 불모지 아파트만 즐비한 도시에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
있는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에 독서를 즐겨하고 문인활동.
을 하는 행정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이 새로운 도서관문화를 이뤄갈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이광수는 창원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
해 주는 시설로 공공도서관을 구상하고 접근하게 된다.

마을도서관 운동가의 경험(3)

전세중은 이 땅이 좌우익으로 나뉘어 싸울 때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 고통의

세월을 보낸 내력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와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이러한 집안의 내력은 그의 부모님이 그.
를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그러나 그의 대학시절은.

년 유신말기의 침울한 사회분위기와 년 복학후 민주화물결에 휩싸여 자1978 1981
주 데모대에 참여하였으며 그러다 경찰서에 붙들려 구류를 산 적도 있다 이와, .
함께 대학 재학시절 다양한 독서경험을 갖고 있으며 어문계열에 입학한 후 학, 2
년 진급시 독일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독어독문과를 지원한 학구적인 면도 강한

사람이다 그는 정치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받으. , , ,
면서 대학생활을 경험하였다.
이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계기는 그의 가족사에 대하여 글을 써야겠다는

친척이 나타나고 부터이다 그의 가족사를 쓰는 친척을 돕기 위하여 헌 책방에.
가 이데올로기 관련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게 된다 이어 년 일부서적이 해. 1983
금되어 이데올로기 관련서적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는 이 분야를 독서하던.
중 우리나라 지식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식유통분야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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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월 항쟁을 마산에서 경험하면서 마산을 중심으로 사. 6 ,
회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좀 더 진보적인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도서관을 생각하게 된 것이 그가 도서관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이에 대한 그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그때 무척 재미있게 월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종철이라는 사람을 만났습6 .

니다 이 사람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고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들을 중. , . …

심으로 집현제라는 양서조합 형태를 만든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서관을 하' ' .

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나처럼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당시 명정. 8

도 사회운동 노동운동 교사운동 문화운동 주민운동 등의 참여자들 모여서 각기( , , , , )

자기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사회.

패턴으로 지식과 정보 유통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지식사회주'

의 지식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 ' .

전세중은 이땅의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지식체계 정보체계의 유통구조가 검열,
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제한 받지 않는 지식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로 도서관을 생각하게 된다 이.
를 위한 사회적 장치로 책사랑이란 민간도서관을 만들어 도서관 운동에 참여' '
하게 된다.
차정인은 마산시 진전면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책을 좋아하는 아버

지의 절대적인 영향아래 성장하게 된다 남 녀의 막내로 자기의 집도 없어 남. 4 4 ,
의 재실에서 생활한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형이 사법고시에 합격,
한 후로는 공부 잘하는 집안이라 인정을 받으면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년 부산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 부마항쟁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운동에 열심1979 .
히 참여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던 그는 검사로 있던 형이 요절함에 따라 그 뒤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재학시절 사.
법고시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창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검사.
로 마산지검에 처음 발령받고 난 후 당시 모든 검사들이 희망하는 공안검사가

될까봐 스스로 강력검사를 자원하게 된다 강력검사는 공안검사와 대비되는 개.
념으로 권력과는 거리가 먼 분야이다 변호사 개업도 보통의 경우 자신이 마지.
막으로 근무했던 지역을 개업지로 선택하지만 그는 창원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끌려서 창원을 개업지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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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집현제라는 양서조합 형' '
태를 보고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검사로 재직시,
절 책사랑 개관식에 참여도 하고 전세중 책사랑 이사장을 통해 도서관 운동' ' , ' '
에 대해 듣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던 중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남정보사회, '
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추대되면서 도서관 운동과 인연을 맺게된다 도서관 운동' .
에 동참하게 된 과정에 대한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도서관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상주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책사랑 개관식에 참석하고부터 입니다 그때 전세중 관장 현재는 이사장 을 통해서. ( )

도서관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처음 소개. …

받았을 때 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사회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이견,

없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아쉬운 것은 어릴 때부터 필독서를 많이 놓치.

고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읽는 행복함을 모든 사람에게 갖도록 할 기.

회를 제공해야 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동참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어떠한 사회운동보.

다도 도서관운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정인은 창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난 후 많은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시민

운동을 하게된다 그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도.
서관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정신이 창원이라는 땅에서 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다.

공공도서관 세우는 과정의 경험2.

각자 다른 경험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창원이라는 곳에서 도서관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박애경은 부산에서의 사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오랜 경험을 바.
탕으로 창원에 도서관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광수는 경남 고성에서,
오랜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년 월 일자로 신도시로 승1980 4 1
격되면서 이곳으로 전출해 와서 그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전세중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사회.
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책사랑이란 민간도서관을 만들어 도서관 세우는' '
일에 동참하고 있다 차정인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전세중이 만들어 가는 민간도.
서관 운동을 접하게 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창원이란 신도시에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창원에서 세우는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 살.
아온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창원 이외의 지역에서의 그들,
의 경험세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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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관장의 경험(1)

박애경은 부산도서관 현 부전도서관 에서 임시직으로 출발한다 처음 참고열람( ) .
실의 시민 백과업무를 담당한 것이 그의 첫 도서관업무 경험이다 그는 시민백.
과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질의 응답서비스를 자신이 만물

박사라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무척 부담스러워 한다.
당시에는 도서정리 업무를 모르면 사서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시절이었

다 그래서 간청해서 정리업무를 배우러 사서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청. ,
구기호를 기재하기 위하여 책등에 먹칠하고 흰 붓으로 글씨를 쓰고 니스 칠 할, ,
때의 어려웠던 그의 초임사서 시절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사서과에서 근무하는 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니.

풀 붙이고 가리방으로 끌고 등사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조차도 노련한 사, ,

람이 하는 것이고 저는 검은 먹칠하고 붓으로 글씨를 쓰고 니스 칠하는 일을, , , 20

여일 했습니다 그때 사서과 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 일만 몇 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류 목록을 배우러 왔는데 실망이. ,

되어서 다시 부서를 옮겨 달라는 말도 못하고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

년 월 일 마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동년 월 일 마산으로 근무지1988 7 31 , 2 13
를 옮겨 온 것이 그의 중견사서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으며 창원에 도서관 세,
우는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마산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실무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행정직 관장과의 끝없는 갈등은 계속되고 그가,
관장으로 발령 받을 때까지 그러한 갈등은 계속된다 초급 사서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사서직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도서관업무에 이해가 부족한 행정직 관.
장밑에서 겪었던 중견시절의 그의 답답한 경험을 들어보자.

겨우 관장님의 허락으로 제적도서목록을 만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 권. 1,500

제적도서 목록을 만드니까 너무 많다고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어 책을.

없애려고 한다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개관준비 할 때 관장님이 목록카드가 장이면. 1

되는데 왜 장이냐고 하는 말에 설명한다고 애를 먹었고 손으로 쓰면 되지 왜 비6 ,

싼 기계를 사서 일을 어렵게 하느냐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행정직 관장들은 독서교.

실 문화교실을 하면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고 열람실은 공부방으로 하면 되지 왜, ,

시끄럽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도서관에 대해 이,

런저런 말만 많이 나오지 뭐 도움될게 있느냐 왜 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하느냐. ,

예산 타기도 힘드니까 가만있으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장서 개가제. …

와 관외 대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니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사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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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람과장은 가만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년 월 일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1996 1 1 .
지금까지의 경험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관장을 설득하여.
전 장서에 대하여 개가제와 관외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아동도서는 분실과 훼손,
이 심하다고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 중 만 배정된 것을 로 상향 조정하여5% 15%
다양한 아동도서를 구입하였으며 그 결과 이용자가 매일 여명이나 몰려와, 1,200
이용률이 년만에 배로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힘을 얻은 김해 교육1 .
장은 학생들이 과제를 도서관 중심으로 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었으며,
그 후로는 토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몰려와 학습자료실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 ' '
의 과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힘은 들었지만 이용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몰려온 이용자에게 신나게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중견사서.
로서 신나게 봉사한 당시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줘야 한다고 관장님께 건의해 아동도서 비율을 높혔

습니다 그리고 아동도서 중에서 저학년용 도서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통. .

계를 내어보니 지난 해보다 배이상의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김해도서관은 그 이.

후 매일 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1,200 . …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 일요. ,

일에 몰려왔습니다 과제 해결하느라 아동열람실은 넘쳐나 힉습자료실을 따로 만들.

었습니다 사서들은 힘이 들었지만 이용자가 없어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말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년 월 일자로 사서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창원도서관의 관장으로1997 7 15
부임하였다 사서직관장은 행정직 관장보다는 나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
지 개혁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된 행정직들의 시샘과 사태는 사. IMF
서직 관장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직원의 감축소식이라.
든지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전문, .
직관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가 관장으로 재임한 여개월 동안은 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창원도서관의 위10
상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 과제였다 김해도서관보다 장서수 예산 직원수가 훨. , ,
씬 많은데 이용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행정직들의 뒷얘기는 계속 들려 오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회 이상의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 도. 5
서관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논의의 결과 창원도서관은 장서수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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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자료와 친절로 승부를 걸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관장으로 부임한. 10
개월 동안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도서관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보자.

사서직관장은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도서관내에서 다섯번 직원 세

미나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시설이 좋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 우리는 자료가 창원시립도서관 보다 풍부하니까 자료와 친절로 승부를 걸자고,

직원들과 다짐했습니다 현재 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교. 46

육청에서 계속 나오고 해서 본관과 별관에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직원들과 논의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물은 결과 문학.

은 본관에 나머지는 별관에 보관하는 것을 한곳으로 모으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그가 관장으로 부임한 후 개월 동안 단행된 개혁조치로는 본관의 문학류와10
별관의 기타자료를 함께 모아 별관에 종합자료실로 통합하여 도서관 경영의 효

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전 자료와 과월호 정기간행물에 대해 관외대출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별관까지 가는 오솔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정서적 안.
정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결과 현재는 하루 이용자가. 930
명 정도로 부임당시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단지에 위치한 창원도서관의 지

리적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다.

행정직 관장의 경험(2)

이광수는 창원시립도서관 초대관장으로 년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도서관의1 2
기본틀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창원시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가의 입장에.
서 공공도서관을 바라보고 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창원은 신생도시이므로 문.
화적 기반시설이 약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해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로 가꾸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창원시가 인근 신도,
시인 김해나 장유로 시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을 잘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의 하나로 도서관을 바라보고 그 틀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을 설득시키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윗분들을 설득하는데 저의 논리는 문화적인 기반이 없으면 창원을 아쉬움 없이

떠나버리는데 인근 신도시로 개발하는 김해나 장유로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창원,

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문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므로 도서관을 통해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게 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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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윗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가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바라보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공부방이나

도서대출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의 도서관 모습을 어느정도 탈피할 수 있었다.
그는 신생도시 창원에서 세워나가는 도서관이 타 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도서관 만드는 일에 매달리게 된다 그의 관장재임시 노력.
한 분야로는 외국어 잡지를 구비하여 성인들과 지식층을 이용자로 유인하였으

며 전 도서관을 개가제로 운영하였으며 전 도서관을 으로 연결한 도서관, , LAN
자동화를 실시하였으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도서관 주변에, ,
산책코스를 만들고 도서관을 문화와 정감을 나눌 수 있는 시설로 육성하고 초, ,
기에 도서관 자료구입예산 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냉난방시설 시청각실 컴퓨2 , , ,
터교실 등을 유치하였다 짧은 재임기간동안 창원시립도서관의 틀을 마련한 것.
이다 창원 시립도서관의 초창기에 관장으로 부임해 도서관의 밑바탕을 만든 것.
은 행정직관장의 영향력을 보여 준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그가 관장 재.
임시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가 구상한 밑그림을 담아보자.

현관에는 호텔처럼 상데리에도 만들고 울타리는 장미울타리 주변은 산책코스를, ,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오락도. ,

즐기고 정보도 얻고 시간 개방체제를 만들어 밤중에 영화도 보고 서로 담소를, , 24 ,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장 하면서 마을마다 마.

을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는 의욕적으로 창원시립도서관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재임 1
년 개월만에 봉곡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관장재임시절2 .
창원시립도서관의 주요한 이용자는 도서관 주변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

해 알게된다 그가 동장으로 근무하는 봉곡동 주민들은 거리상 창원시립도서관.
의 봉사권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함을,
알게된다 그래서 마을마다 도서관 갖기를 연구 실행하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 '
와 만나게 되고 이 연구소와 함께 그가 동장으로 있던 봉곡동내에 유휴시설인,
봉림사회교육센타에 봉림마을도서관을 년 세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1995 .
이러한 경험은 지역 시민운동 단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창원에는 시민운

동차원에서 마을도서관이 개나 세워져 있다19 .

마을도서관 운동가의 경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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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을 중심으로 마산지역에 나타난 책사랑이란 민간도서관은 많은 화재' '
를 뿌리며 마산 창원지역의 각종 사회운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년 월, . 1988 2
개관하여 이 지역의 노동운동 비밀회합 정보제공의 장소로 활용되지만 년, , , 1990
도 이념서적 관련 검열을 받으면서 타격을 입게된다 당시 전세중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사전검열에 의해 정보왜곡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상의 자유,
시장을 열 목적으로 금서들도 다수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공.
안당국에서는 이를 읽은 독자와 함께 전세중을 조사 하게된다 이들 서적을 읽.
은 독자 수가 수백 명을 넘어서 모두 구속하지 못하고 전세중만 구속이 된다.
이와 유사한 민간도서관이 년경에는 전국에 여개나 세워졌지만 문민정1991 100
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조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유는 재정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독재와 민주라는 대치선이 무너졌으며 사회주의 국가가 붕,
괴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서적에 대한 매력도 점차 감소하면서 부터이다 그가 책.
사랑이란 민간도서관을 만들어 활동하던 초창기에 이념적인 문제로 겪었던 어려

움을 담아보자.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도서관을 조직화 하다가 탄압 받아 무너진 경우가 무수한데

책사랑은 년도에 대한민국 지정사에 제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90

습니다 도서검열관련 탄압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공공도서관. .

은 사전 검열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정보왜곡 현상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 당.

시 우리는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국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은 다 수용하였습니다.

민중의 바다라고 하여 북한의 피바다 소설이 국내 번역되었고 교보문고에서 하루' ' ,

질씩 팔렸습니다 그게 어느날 검열되었지만 책사랑에서는 검열대상자료와 상관200 .

없이 모두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탄압이 심했고 당시 검열대상의 책을 본 사. ,

람도 조사되었으며 그리고 나를 구속시켜놓고 최대의 조직사건으로 만들려고 했습,

니다 태백산맥 같은 소설과 민중의 바다라는 서적을 읽은 사람이 명 이상이. ' ' ' ' 200

됐고 각종 좌경용공 이라는 서적을 읽은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 .

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 혼자만 구속 되어 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아마 당시 법대로 하였다면 우리나라 소위 출판물 탄압사에서 제일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너무 방대한 사건으로 자기네들도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

책사랑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이런 성격을 띤 민간도서관이 여개 정도100…

만들어졌습니다 민간도서관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 ,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운동에 뛰어든 사,

람들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민주 도서관 내지 대중 도서관의 개념에 접근한 민간,

도서관 운동을 하기보다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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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전세중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열어야 겠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생활 속의 민주도서관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된다.
이것이 오늘날 창원에서 만들어 가는 마을도서관의 모태 사상이다 이때부터 그.
는 대중도서관 민중도서관이란 용어에 집착하면서 문헌정보학계의 교수들에게,
그의 대중도서관론에 대한 검증을 받을 생각으로 이용남 손정표 양재한을 만나, ,
게 된다 문헌정보학계 교수들과의 만남에서 확신을 얻은 그는 이 땅에는 진정.
한 의미의 대중이 중심이 되어 세운 는 없다고 보고 그가 세운 책Public library ,
사랑이 그것을 위한 맹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책 사랑을,
센타도서관으로 하여 마을마다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가면 그가 말하는 생활 속

의 대중도서관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문고 작은도서관 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 현( ) ,
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도권 인사가 다수 참여' ' ,
하고 있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창원.
에서 만들어 가는 마을도서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차정인은 년 경남정보사회 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마을마다 도서관1994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창원에 세운 마을도서관 개 중 개 마을도. 19 12
서관을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일로 년 월에는 독서문. 1997 10
화상 대통령상도 수상한 경험이 있다 그에게 수년 동안 도서관 운동에 참여하.
도록 한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한 것은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반 시

설이 마을도서관이라는 것이다 과거 마을공동체 운동은 친목도모를 하는 행사.
를 통해서 가능했지만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식기반시설인 도서관을 통하여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출반한 마을도서관 운동은 현재 시민.
들이 열렬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주는 그런 운동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지

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그의 생각을 담

아보자.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이 열렬히 박수를 쳐주는 시급하고 절실

한 운동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오랜 세월이 지.

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통계수치에는 그 효과가 잡히지 않는 운동이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사회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Ⅴ
사서직 관장의 인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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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경은 행정직 관장의 오랜 관습인 자료보존 중심의 도서관을 자료이용 중

심의 도서관으로 바꾸고 있다 그가 관장을 맡고 처음 단행한 개혁조치를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전 장서와 과월호 정기간행물을 관외대출

하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문외한들이 도서관은 조용하고 학. ,
교와 가깝고 한적하고 공원부근이 좋다는 생각으로 창원도서관을 교육단지내에, ,
세웠으므로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을 벗어나기에 위치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자료 사서들의 친절과 문화교실 등을 통하여. ,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료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의 생각.
은 자료접근이 위치에 제한을 받는 시대는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어느 정

도 극복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창원도서관의 위치선정.
이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원도서관이 교육단지내에 위치하게 된 배경에는 창원기계공고에서 도서관을 지

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때 교육청에는 도서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

지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도서관은 조용하고 학교와 가깝고 한적한 곳 공원 근처, , , ,

인 이곳을 창원도서관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학교교육만 교육으로 알고 사회교육에 대.
해서는 등한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회교육도 학교교육.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사회교육 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당연히 지역교육행정을 담

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그는 가지고 있다.

행정직관장의 인식2.

이광수는 도서관을 문화센터의 개념과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창.
원시립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화시켜 놓았으며 인근 김해시에 건립중인 김,
해시립도서관을 김해칠암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
김해시의 경우 향토기업인 대저토건에서 김해시립도서관을 짓도록 기증을 하였

는데 이 재원을 바탕으로 도서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짓고 시 재원으, ,
로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첨가하여 김해칠암문화센터로 그 명칭을' '
변경하도록 조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직 관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서관의.
문화적기능 강화는 도서관 명칭자체를 변경하도록 하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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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원에는 문화사업 할 토착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는 대저토건이 김해시립.

도서관을 짓도록 억을 기증했는데 여기에 문화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시에서60 , 40

억원을 투자하여 김해칠암문화센터로 출발하도록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 .

이러한 그의 인식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리 넓히기 차원도 일부 도사리고 있

음을 엿볼 수 있다 새로 개관할 김해칠암문화센터의 경우 관장의 자리는 복수. ' '
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이유는 사서직은 파워면에서 부족하니.
까 사서직보다 파워면에서 강한 행정직이 그 기초를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 경영합리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체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보를 가공한.
다든지 문화관광코스의 일부가 되게 한다든지 하여 도서관도 수익사업을 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정보를 가공해 제공해 주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

의 도서관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이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판매하는 경우

를 보았습니다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도 기념품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았.

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코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해당하는 억 정도는 자체수익을 올려 자립할 수 있는. 4

방향을 구상했는데 동 으로 발령나 하지 못했습니다( ) .洞

자료에 대한 그의 인식은 창원시립도서관이 창원시와 관련된 기록물을 총괄

보관하는 지방기록물 보존소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의 이용자 요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외국잡지나 외국도서를 비

치하여 지식층도 이용 대상자로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전자매체와 인쇄매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기록물,
들은 사료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도 공공도서관에서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자료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의 토착지식자원을 보존 관리. ,
하는 시설로 시립도서관이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의 행정자료실에 그냥 쌓아 놓은 것들은 시립도서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현재 창원시와 관련된 사진 필름 등은 공보실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

도서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의 자료는 정보매체를 통하여 제공. …

해 주고 문헌적인 자료도 갖추어 그들 나름대로 역사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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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매체와 종이매체가 동시에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서. …

관업무를 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업무에 대한 앨범이나 신문 스크.

랩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료로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나중에 지식의 재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은 이런 역할도 해야 합니다, .

마을도서관 운동가의 인식3.

전세중은 대중도서관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진정.
한 의미의 대중도서관이 없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사용한 는 번역. Public library
상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대중도서관으로 번역해야 맞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란 이름은 시청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의미가

강하며 대중들이 지식과 정보의 평등성 요구에서 쟁취한 의 본래, Public library
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중 도서관 운동은 단순히 도서관.
을 많이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오락매,
체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이용자 운동이고 이 운동의 주,
체는 당연히 지역 대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대중도서관을 만드는 초기 운동단계에 와 있으며 책사랑이 그 맹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헌정보학계 사람들은 도서관 일반에 대해서 생각하지 대중 도서관 내지는,

란 개념의 도서관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사Public library .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운동에 의해서 도서관이 세워지.

고 그 다음에 전문화로 넘어 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

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

내부에 논란이 많이 있어도 도서관은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심지어 주체사상까지도 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그러합. .

니다 나는 내 목표가 사상과 지식과 정보의 공동체 운동 민족공동체운동으로서. ,

도서관 운동을 보지 반쪼가리 운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Public library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은 책사랑 정도가 맹아적인 기능으로 남아 있다고 봅.

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유지해서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 .

로 책사랑 운동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사에서 외국에서

말하는 개념의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Public library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를 공공도서관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Public library

것은 식민지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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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은 도서관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을공동체의 중심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피상적이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사회에. ,
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장치가 도서관이며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조성 운동이 도서관 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을도서관이 없으면 아파트 내에 어떠한 시설이 있겠습니까 아마 경로당이나.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만 있다면 이웃과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마을 중심에 마을도서관이 있으면 교육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

사파동성아파트에 우리 집이 살고 있는데 마을도서관에 밤 시까지 불이 동네 가, 10

운데 켜져 있으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마을공동체 모습입니다, .

경험이 준 삶의 의미.Ⅵ

힘이 되었던 요인1.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 .
러한 욕구의 충족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인간을 동기.
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물직적인 보상 사회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이 있, ,
다 도서관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이 그들의 삶에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박애경은 사서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용자들로 부터 힘을 얻고 있다 주로.
주부 이용자들로부터 사서직이 과거 본인들이 근무했던 직종보다 좋은 직업이라

고 부러워하는 모습에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와 도서관 서비스를 받은후 만,
족해하는 이용자의 모습에서 사서직에 종사하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

고 느끼고 있다.

도서관에 일을 하면서 힘을 불러준 요인은 어머니 독서회라든지 어머니들이 사,

서들의 근무 모습을 보고 너무 복받은 직업이다 무료로도 근무하고 싶다 자기는. .

과거 교사를 했는데 교사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할 때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창원에 사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 이유는 창원도서관에서 책을 이용.

할 수 있어서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주로 이용자분들 때, .

문에 힘을 얻습니다.

전세중도 이용자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그가 하는 도서관 운동이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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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이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자유시장을 열고자 하는 그의 정신세계가 또한 내면적인 에너지로 작용

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도서관 운동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이러한 생각과 그의 일을 이해해 주는 대중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과 더불어 하는 일이며 그가 운,
영하는 책사랑은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대중들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힘이 되었던 부분은 대중들이었습니다 대중들이 날 감싸.

주었습니다 책사랑이 그렇게 유지되고 탄압을 견디어 냈던 것은 결국은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년만에 만명의 회원을. . 1

돌파했습니다 재정도 정보도 풍부했습니다 사이 그래서 대중에 대한 신뢰. .(88 90 )∼

를 믿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대중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날 보호해. ,

주었습니다 책사랑이 무수한 조직을 만들어 갈 때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 때 이. , ,

지역의 운동가들이 책사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파지 한 장.

이라도 아껴쓰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모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생.

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차정인도 도서관운동을 하면서 힘이 되었던 요인은 그가 손수 쓸고 닦으며 땀

을 흘려 세운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참여해 세운 도,
서관을 이용한 이용자중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수소문해 감사의

카드를 보내 왔을 때 이 일에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운동, .
을 한다고 유급으로 채용한 명의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 일에 더욱28
매달렸다고 한다.

그때그때 일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

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주부나 어린이들을 보면 힘이 솟아났습니다. .

책임감 때문에 했는데 유급 젊은 실무자를 끌어들이고 난 후 실무자들의 생업,…

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책임보다는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심하게 느꼈습니다 힘이나는 것은 창원시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만. ,…

나고 손으로 청소도 하고 특히 팔용동 마을도서관 개관시 직접 청소도 하면서 손, ,

과 발로 일을 하는 가운데 애정이 한층 더해지더라고요 구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힘을 느꼈습니다 가정주부들 마을도서관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의 삶의 모습을. , ,…

보면서 힘이 생겼고 한두분의 이용자들이 고맙다고 카드를 보내왔는데 내용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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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 살다가 창원에 와보니 마을도서관이 있어 이런 일을 누가 하는지 알아보고

감사하다는 카드를 보내 왔는데 이런 것이 힘을 나게 했습니다, .

창원에서 도서관을 세워나가는 이들에게 힘으로 작용한 공통적인 요소는 물질

적 보상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통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이 힘으로 작용하

고 있다 특히 마을도서관 운동가는 내면적인 정신세계가 더욱 강하게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좌절감을 주었던 요인2.

인간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간에 경쟁 긴장 대립 마찰 적대감정 등을 통, , , ,
하여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좌절감은 개인적인 문제 개인 서로. ,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때로는 개인과 주변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
다.
박애경은 사서직으로 근무 하던중 심한 좌절이라면 주로 도서관 문제를 이해

하지 못하는 행정직 관장 밑에서 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다

는 것이다 이땅에 도서관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사서직으로서의 강박관념과 말.
년을 보내기 위한 한직으로 생각하는 행정직 관장과의 사이에서 힘을 잃곤 했다

는 것이다 이는 사서직으로 근무한 그에게 좌절감을 준 것은 개인적인 요인보.
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서직을 떠나고 싶었을 때는 행정직 관장님들이 택도 아닌 것으로 일을 막고 가

만 있으면 되지 왜 일을 벌리느냐고 할 때 수서할 때 서점에서 밥도 얻어먹지 말,

라는 이상한 눈치로 보며 오해를 할 때 힘이 들었습니다.

전세중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열어 지식과 정보 유통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자는

책사랑운동을 펼쳐나가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 속의 민주도서관 운동,
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제도권 사람들과 만나 창원에서 마을도.
서관 운동을 함께 하게 된다 이 때 그는 제도권과의 결합에 일정한 한계를 느.
끼게 된다 제도권에서 하는 도서관운동은 도서관계 자신들의 이익집단 운동이.
지 대중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주로 제도권.
에 안주해 있는 도서관계에서 그의 대중도서관 운동론을 이해해 주지않아 힘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도서관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개인적 요인이 주요한 좌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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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제도권과

의 결합에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과 선을 정확하게 그어 놓고 출.

발하지 않았고 대중 도서관 이념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

제도권 사람들과 관계에서 너무 부드럽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관계 사람들의 이해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

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는 사회운동으로 접근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 ,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들이 하는 것은 전문직.

으로서 자기 이익집단의 운동이지만 도서관운동은 대중이 하는 것이니까 다른 각,

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 .

차정인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마을도서관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변호사로 개.
업하고 있던 그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재정적인 문제에 책

임을 진다 그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운동이 어느.
사회운동보다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개인 사비로 흔쾌히 부담을 해 왔지만,
이 부분이 좌절감으로 작용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었

다고 말한다.

재정문제는 사실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 200

했는데 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이 천 백만원 그 나머지를 합해 천95 4 5 , 6 7∼

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월 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정도 돈이. 5 .

들어갈 것인지 걱정을 했습니다 종자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험이 준 삶의 의미3.

박애경은 사서직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이 삶에 유익한 점도 많았음을 고백

하고 있다 특히 직장여성인 그에게 사서직이 자녀교육에 유익한 점이 많은 직.
업임을 얘기하고 있다 그는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그가 근무한 도서관의 책을. ,
자녀에게 계속 제공해 온 결과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발표력도 있고 이해력도, ,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사람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므로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이 사서직 엄마로서의 행복감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는 지난해 사서직 관장으로 발령 받고 난 후 일련의 도서관 개혁 조치를 직

원들과 차례 세미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의사결정은 직원들의 참여를5 .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도서관업무에 참여,
한 결과 이용자가 그가 부임할 당시보다 배가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 초급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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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과 중견사서시설 도서관업무에 이해가 부족한 행정직관장으로 인해 겪었던,
그의 좌절감을 지금의 후배 사서들은 느끼지 않고 그들 스스로 참여에 의해 결,
정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성취감에 만족해 하고 있다.
또한 그가 만들어 가는 도서관을 토 일요일날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다.

사서직으로 근무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니 많은 유익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 교육에 유익했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

생활할 시간이 없었는데 책을 계속 갖다 줬더니 지금은 독서광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니까 성적표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발표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

니다 아마 책을 많이 읽어 이해력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이용. . …

자들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은 힘은 들지만 보람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

다 토 일요일에는 가족단위로 오기도하고 대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 .

이광수는 짧은 재임기간동안의 관장으로서의 경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 창원 시립도서관 위치 선정시 그의 의견에 따라 주택지 부근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심지어는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
사해 온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한 일에 의미를 부

여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립도서관이 도서관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공도시인 창원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도서관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결과 도서관이 제자리 매김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과거 역할이 현재에도 창원시의 도서관 관련문제에 그를 항상

참여하도록 하여 조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서관의 위치는 조용한 곳이나 산 밑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은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

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맞았는지. .

도서관 때문에 마산에서 이곳 창원으로 이사해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

마 창원시립도서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억 원의 눈에 안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첫 출발을 잘해 놓으면 수월코 사실상. ,…

도서관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험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도서관 얘기하

면 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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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은 지식과 정보가 왜곡되어 배포되는 것을 보고 민간도서관을 구상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다 그는 우리사회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왜곡되지 않고 어. ,
떠한 사상과 이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를 구상한 이상주의자이다Public library .
주민운동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그의 대중도서관론의 실천의 장이 그가 만든 '
책사랑이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가 구상한 대중도서관이 영어의' . Public library
의미와 동일하므로 우리나라에 의 맹아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자신, Public library
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일상성의 개념은 민주적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주민들이 정보흐름,

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항시 사용한다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

한 사상과 이념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에서 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직 책사랑 정도만 가능성Public library . ' '

을 보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차정인은 법조인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사회운동가로 도서관 운동이 자신에게, .
준 삶의 의미는 현재 우리의 형편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야의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운동은 인기 있는 사회.
운동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느 사회운동보다 시급한 정신적 기,
반을 쌓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뛰어들어 대의 젊은 나이에 개. , 30 12
의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마을마다 공동체 문화를 일궈나가는데 밑바탕을 만들어

간다는 데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노년에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회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

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여러 친목단체에 가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

친교단체에서 들어오라는 제의도 받았지만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

로 대를 살았습니다 대는 이직 놀 나이가 아니니까 대답게 일하면서 보냈30 . 30 , 30

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 론.Ⅶ

나는 지난 학기 학기논고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다.24) 도서관현
장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천성 있는 연구를 할 것이며 글쓰기는 우리나라 도, ,

24) 그 내용은 다음의 글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양재한 나의 논제와 방법론에 이르기. , 「
까지 학기 논고집 제 집 쪽, , 8 (1998. 2), 201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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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현장의 문제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주체적인 글쓰기를 할 것이며 문,
체는 이 글을 읽는 동료 연구자 현장사서 예비사서들이 재미나고 쉽게 읽을, , ,
수 있도록 쓸 것이며 논제의 선정도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문제거리로 떠,
오르고 있는 것을 관찰한 후 거기에서 연구할 대상을 끌어 올리겠는다는 것이었

다 그리고 내가 터하고 있는 곳에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주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것이며 우리나라 문헌정보 현상을 타자화 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바라보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문헌정보학을 정

립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나의 이러한 다짐에 대한 하나의 실천으로 앞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질적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인간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망망한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는 기분이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에게 나침반으로 작용한 것은 창원이라는 인공도시를 만들어 가

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시설들이 채워지고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도 어떠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세워져 왔던가에 대한 것이었고 이들 공공도서관을 세우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세계는 어떤 것이며 이 경험이 그들의 삶,
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세워 놓은.
도서관을 인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세계는 어떠하며 이 경험이 그,
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이번 연구는.
창원이라는 땅에서 공공도서관을 세워나간 사람들의 경험세계와 이 경험이 그들

의 삶에 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한파가 사회 구석구석에 불어오고 있다 창원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IMF . .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경남종합경영연구원에서 창원시의 의뢰에' '
의해 수행하고 있다 창원시 산하 개 사업소의 경영합리화 전략에 관한 것이. 49
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에. .
관한 것도 논의 되고 있다 나는 회에 걸쳐 경남종합경영연구원 담당자에게. 2 ' '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다 자문을 하면서 느끼는 벽은 이런 것이다 이. .
들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용자가 몇 명이고 진. ,
행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자 수와 그 수강의 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에 투자한 돈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해 낸다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다 즉 우리사회의. .
정신적 기간산업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계량화 한다는 말인가 공. .
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은 내밀한 것이지 않는가 이 내밀한 경험.
은 질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해 내어야 한다고.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글을 빨리 완성하고 이용자의 경험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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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속편도 곧 이어 써서 발표해야겠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
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세계를 그려낸 한권의 책을 그들에게 보여 주면서 공공

도서관이 이러한 유용성을 지니는 시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

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는 파출소 몇 개를 더 세우는 것보.
다 도서관 몇 개 더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도서관을 세우는 삶은 무가치한 삶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경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일으킬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
삶을 바탕으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즉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사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기록한 기록류가 부실하다 그렇다 보니 남의 나라 남의. ,
경제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에 억지로 대입시켜 겉모습만 따라가다가 오늘의 사

태를 맞았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은 우리 삶을. .
충실히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며 이를 보존하여 제공할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때 선진제국의 종속을 막을

수 있으며 다시는 와 같은 국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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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drawn in the process of empirically analyzing the hideout of
the public library collection and the dependency on it. Among the most
'proper' list depended on by the pubic libraries are advertising of publishing
by media, book reviews in newspapers, bestseller lists, recommendations by
the Culture Department and the Recommended Books for Juveniles by「 」

the Korean Publishing 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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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confirmed based on the testimony of many working librarians.
The study of these five hideouts and the collection in the studied library
shows that 80.3% of books are in the public library, and the recommendation
list by the Culture Department accounts for the highest ratio of collection.
However, the ratio of collection doesn't necessarily affect the collection in
the public libraries. Rather, advertisements in the dailies which come in
contact with librarians most affect the collection of libraries.

서 론1.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의 사회사1)에 있어서 그 수난은 신속하게 다
가왔고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과정의 최대 수난.
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서 금서사건 과 도서분실사건 이 있다< > < > .2) 이 두 사건
은 공공도서관의 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사서들의 창의성,
과 자율성을 말살시키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결과

를 낳았다 또한 이 두 사건은 도서관의 장서 선택 과정에서도 어떤 책이 사회.
적으로 중요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난한가가 기준이 되게 만

들었다 이런 식의 경험들은 지금도 많은 중견사서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금.
기로 남아있다.
이러한 수난사는 공공도서관 직원들로 하여금 장서구입 과정에서 은신처를 필

요로 했고 그것은 직업적 사명이라든가 전문적 자질의 향상 또는 튼튼한 이용, ,
자 집단의 확보를 통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에 기대는 형,
식으로 체질화되어 갔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서축적과정을 지배해 온 외. '
부의 권위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 .
서의 사회사 속에서 그토록 닮고자 했던 또는 닮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공공,
도서관의 장서와 그 모습이 가장 유사한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담당자의 은신처

는 무엇이었을까 그 구체적인 발현 형태로서 신문의 출판광고와 서평 베스트? ,
셀러가 한쪽 기둥을 그리고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 이 다른 한쪽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 」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것이나 이름 있는 출판사 즉 법문사 형설사 박영사 등에, ,

1) 김영기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사회사 부산의 공공도. - P「

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 권 제 호 여름 쪽, ( ). 53 2 (1998. ). 51 93 .」 《 》 ∼

2) 김영기 현상학적으로 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요인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

문제와 관련 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쪽, . 32 3 (1998. 9). 112 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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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책은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름 있는 대학교수가 쓴 책도 문제가 안 된다. .

그 외에 신문서평이나 신문광고 이 달의 추천도서 금주의 베스트셀러 국립중앙도, , ,

서관 권장도서목록 등을 통해 수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할 말이 있다 이것.

들이 우리가 수서할 때 주로 참고하는 서지들이다.3)

양서 자체가 출판이 많이 안 된다 우리도서관의 경우 출판되는 자료에 비해 예.

산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추천목록에 있는 책의 경우 대부분을 산다 출판저널과. .

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체육부 조선일보 기타 신문의 스크랩 등을 통해 개인적으, , ,

로 업무보조도구로 목록장부를 만들어 놓는다 서점 영광도서에서 나오는 이 달의. ( 《

책 등 에서 나오는 목록도 참조한다 책이 갖고 있는 관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본) .》

적 없다.4)

우선 위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에서 수서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일간지의 출판 광

고와 신문서평이 있다 여기에는 신문의 서평이나 광고에 실리는 책들이 일반이.
용자들과 도서관 사서에게 비슷한 정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용자들

이 많이 찾는다는 현실적인 논리가 작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잘라 버리려고 하는 수서 담당자의 수동성과 순응

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성실한 관찰과 비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척 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도서관 장서로서의 기본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현재의 대중심리에 밀착해버리거나 그것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주류 담론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다.5)
이러한 신문광고나 신문서평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집계되

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장서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 .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책을 선호하는 것 역시 베스트셀러로서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확인작업 없이 특정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될 수밖에 없었' ,
던 사회적 변인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베스트셀러라' ' ,
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위로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채워지고 있는 주된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작업 역시 함께 요청되는 것이다, .

3) 관장과의 인터뷰 도서관 관장실K3 , 1997. 11. 5. 11 00 13 30, Y .： ∼ ：

4) 열람과장 열람과 주무와의 인터뷰 도서관 열람과K , J , 1997. 11. 19. 14 00 15 30, S .： ∼ ：

5) 엄혜숙 염재웅 이우용 임규찬 좌담 우리시대의 잘 팔린 책들을 진단한다 베스, , , , ' ' ,「 」 『

트셀러 시대평론 쪽, 1990, 5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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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독서경향에 직 간접으로 반응한 이들 목록과는 달리 나름대로 권위· ' '
있는 기관들에 의해 선정되어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도서관 및 단체들에 하달'
되는 각종 추천도서 목록 또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부의 문화부 추천. ( / ) 「

도서 목록 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그리고 국립,」 「 」

중앙도서관의 독서교실 선정 목록 등이 있다.「 」

이밖에도 각종 언론사나 대형서점 각종 단체 등이 추천하는 나름대로의 목록,
들이 존재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

쳐왔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글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신문광.
고나 서평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감수성에 기초한 상업주의 문화에 대한 편승, ' '
이라면 이들 추천도서 목록은 건강한 독서를 지향하려는 공공도서관이 기대왔, ' '
던 또 다른 언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공.
공도서관의 장서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민중들의 올바른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거의 전적으로 외부의 권위들에 기대온 실태를 파헤쳐 봄으로써 오히려' ' ' ' ' '
모순된 현실구조를 재생산하는 부정적 기능을 담당해 왔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
고자 한다.
이들 각각의 목록과 공공도서관 장서와의 관련 정도를 살피기에 앞서 해방 이

후 우리 나라의 연도별 출판상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6) 년을 기점으로 하1975
여 년대에 접어들면서 출판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980 .

표 연도별 출판 상황< 1>

연도
인당1 GNP
( )＄ 발생종수 발행부수

평균발행

부 수

평균가격

( )￦
번역도서

종 수

1948   1,200        
1951   786        
1955   1,308        
1960   1,618        
1965 105 3,188 8,079,850      
1970 248 2,633 4,840,622 1,870 746 495
1975 591 9,225 24,418,058 2,290 1,267 1,910
1980 1,605 20,985 64,609,972 3,079 3,504 2,159
1985 2,194 33,743 114,970,687 3,407 4,582 4,981
1990 5,883 20,903 129,611,007 6,200 6,322 3,366
1995 10,037 27,407 144,183,607 5,260 9,507 4,803

6)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쪽에서 재구, , 1883 1996 , 1998, 98 149『 ∼ 』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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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공공도서관 장서2.

조사방법2.1.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에는 수많은 신간서적 광고가 실려있다 이런 광고들.
은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안내자료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정신 공해로 다가와 그 광고문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는 출판광고와 도서관 장서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 를 선택했다 여기에는 이 신문이 책 광고가 게재되는 다양한 매체.《 》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행부수 면이나

역사 등의 면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매체라는 점과 함께 현장 실무사서들,
의 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신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약 년 동안의 광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 년 단위50 5
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에서도 매년 월 한 달 동안의 광고만을 취합하여, 10
사례도서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립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하고 그 성향을 간략히,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루.
는 본격적인 광고와 홍보이론을 도입하기 보다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황분석

에 치중하였다.

시기별 광고 현황2.2.

년 월2.2.1. 1960 10

년 월 한 달 동안 조선일보에 나타난 책 광고 건수는 모두 건 정도로1960 10 14
조사되었다 이 시기는 책에 대한 광고건수 자체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광고된.
책 또한 소설이나 실용서적의 전집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등의 문, 20 ,世界文學全集 現代日本代表作家 人集 韓國歷史小說全集『 』 『 』 『 』

학 전집류이거나 등의 실용, ,生活百科 生活叢書 現代女性生活全書『 』 『 』 『 』

서적 등으로서 그것은 이 시기가 전집류와 문고본의 기획 출판이 매우 성행했,
으며 월부제를 통한 출판사의 기업적 성공이 두드러졌다는 년을 전후한 출, 1960
판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에서 의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을 거듭20 ,現代日本代表作家 人集 再版『 』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을 한 베스트 쎌라 는 이 한 에, ' · ,戰后日本 席捲 券 現「 」

의 도 이 한 에라는 문구와 함께 독서주간에 제하여' , '代日本代表作家 珠玉篇 卷

전 국민에게 드리는 지성의 향연 전후 일본의 문학사조를 앎으로서 그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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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앞서나가자 면서 독자를 꼬드기고 있다 즉 이 책이 전 국민이 함께 하는!' .
지성의 향연의 초대장이며 당시의 국민 정서로 보아 일본을 이기고 앞서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 광고를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강요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실용서로서 에 한 의 를 이 에 해 놓은' 1 '實生活 必要 全分野 語彙 卷 壓縮

의 경우 학생과 교사 그리고 실무가에게 있어 이· · ,改訂版 國 漢 英 實用辭典『 』

사전은 휴대해야 할 필수품이므로 의 특별히 할인( · · ),學生 敎師 實務家 必携 典宝
해주는 이번 기회에 이 은 의 를 한 인 으로서 여러( 辭典 古今 語彙 網羅 理想的 判型

분에게는 특이 인 로써 해 드리는 의 히트 입니다 장만)異色的 廉價 奉仕 辭典界 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년 의 전권 에' ', ' ', '心血 結晶 大割引 月賦販賣 接受中 原書 七日

을 거듭했다는 의 가을밤 에 이 를 보냅니다등의 문구', ' '五版 問題 小說 燈下 良書

를 동원하여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의 광고 중에서 실제 도서관에 소장되어14
있는 것은 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고 반영 비율은 정5 , 35.7%
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당시 도서관의 장서구입량 자체.
가 적었으며7) 분실 또는 제적된 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제적, ,
으로 보이 이 시기의 책 광고가 도서관의 장서로 연결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년 월2.2.2. 1965 10

년에 출판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출판에 대한 통제는1961 ' '
계속되었지만 출판 문화 자체는 어느 정도 정착되기에 이르게 된다 년으로. 1965
넘어가면서 전집류 발간과 월부판매가 활발해지게 되며 출판사간의 경합도 심, ,
해지게 된다.8) 이런 상황은 서적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광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년 월에 나타난 서적 광고 건수는 모두 건으로서 이. 1965 10 35
를 유형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인 발간 일만에 매진 못 이루던 출판계의 꿈 기다리' ', ' 5 ', ' ', '旋風的 大人氣

7) 이와 관련하여 년에 사례도서관의 장서를 실사한 전 사서과장의 증언에 따르면1961 P ,
전체 만 천 여권의 장서 중에서 만 천권 정도가 일서였고 국내 책은 천권 정도에2 3 2 1 2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도 대부분이 학생들 문제집이었다고 한다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 (P
서과장과의 인터뷰 선생 자택 부산 수영구 소재, 1997. 12. 31. 09 40 12 30, ( ).： ∼ ：

8) 한 예로 시리즈 번역물의 경우 개 출판사에서 동시에 발간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007 7 (
임자 앞의 책 쪽,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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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해 하던 책 등의 외국 문학 번역물'渴求

② 하늘을 우러러 하는 이 어버이의 울부짖음 등의 수기류' '哀訴

③ 보라 하는 과 의 등의 무협이나' ! ', ' '爆發 國際的 激讚 物議 群雄 美女 敍事詩

애정문제를 다룬 통속 소설

④ 엄마와 누나의 요리 솜씨는 아빠와 오빠의 식욕을 돋군답니다 호화로운' ', '
튼튼한 등의 각종 실용서적, '裝幀 製本

⑤ 방대한 참고서 시대는 지났다 금년도 입지작전의 비결과 가정 지침 등' ', ' '
의 수험생과 그 부모를 위한 학습용 도서

광고된 책의 내용 역시 문학 또는 문학전집류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70%
다음으로 실용서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도서관의 장서로 반.
영된 것은 건이며 광고된 책의 약 가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18 , 50%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도서관의 수서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증언. 9)과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역시 신문의 광고가 도서관의 수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학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광고에 대한 소.
장율은 를 웃돌고 있지만 이런 사정은 신문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60%
기보다는 다음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 요구 지상주의와 밀접한 관련' '
을 맺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소설이나 수필 같은 책은 새로 출판되면 다 넣었다 똑 같은 내용의 재판이라 할.

지라도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용자가 찾기 때문이다. .10)

년 월2.2.3. 1970 10

먼저 이 시기를 전후한 출판계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에. 1969
한국출판금고가 창립되었으며 제 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신설된 문화공보부에, 2
서 년을 출판진흥의 해로 규정하는 등 정부의 출판산업 육성정책은 활기1970 ' '
를 띠게 되지만 전집물 출판과 외판의 번창으로 단행본 출판의 불모화와 질적,
저하의 역기능을 낳기도 했다.11)

년 월에는 책 광고가 건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학 전집1970 10 11 ,

9)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선생 자택 부K , 1997. 11. 26. 11 00 14 00, (： ∼ ：

산 남구 소재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P , 1997. 12. 31. 09 40 12； ： ∼ ：

선생 자택 부산 수영구 소재30, ( ).
10)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선생 자택 부P , 1997. 12. 31. 09 40 12 30, (： ∼ ：

산 수영구 소재).
11) 이임자 앞의 책 쪽, , 109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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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건을 비롯한 문학류가 건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된 책 중에서 도서관에 소4 8 .
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건으로서 광고 반영율은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7 63.6%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광고가 도서관의 장서 선정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보기 어렵다 그것은 다음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기만 해.
도 공공도서관의 장서 구입이 총판이라 불리는 도서 도매상에 상당 부분 의존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책은 대한도서에서 주로 샀는데 전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다 거기로 보,

내졌다 대한도서에서 도서관으로 목록을 보내오면 그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 직접. ,

서점으로 가서 실물을 보고 구입했다 소설류는 권씩 대학 출판부에서 나오는 책. 3 ,

은 부씩 나머지는 부씩 구입하는 식이었다1 , 2 .12)

주로 대한도서와 청학서림을 통해 자료를 구입했다 당시는 솔직히 말해 예산보.

다 출판량이 적었다 국내 신간은 전부 납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적도 있다. .

물론 일부 전문도서는 제외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이라든가 선.

정이라기보다는 국내 출간되는 교양이나 소설류는 전부 납품 받는 식이었다.13)

년 월2.2.4. 1975 10

이 시기를 전후하여 비상계엄 선포 년 월 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1 12 17 ),
공포 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년 월 일 한국(1972 ), (1972 12 26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년 월 의 출범 국가안정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1973 10 ) ,
통령령 긴급조치법 제 호 선포 년 월 일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출판환9 (1975 5 13 )
경의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출판종수는 년에 천 종을, 1973 7 , 1976
년에 만 종을 돌파하는 등 년부터 우리 나라의 출판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1 1973
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수서에 선정과정이 개입 할 여지가 나타난.
것은 년 이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73 .

년 월에 나타난 책 광고는 건으로서 문학 위주의 전집물이 차지하는1975 10 28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단행본 광고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고의 반영율도 건 중에서 건이 도서관에 소장되. 28 20
어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의 증71.4% .
가가 한 몫을 차지했지만 다음의 증언과 같이 아예 출판사에서부터 제재를 받, '

12)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선생 자택 부P , 1997. 12. 31. 09 40 12 30, (： ∼ ：

산 수영구 소재).
13) 전 공공도서관 수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대학도서관L , 1997. 11. 6. 14 30 16 00, P： ∼ ：

연속간행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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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문제되는 책이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욱 광고와 같은 외부의 권위' '
에 의존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도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 소수의 삐딱한 책이 년대 중반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통제70

가 되어 아예 출간조차 되지 않았다.14)

년 월2.2.5. 1980 10

이 시기에도 우리 나라의 출판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년. 1976
에 출판종수 만 종을 돌파했으며 년에 만 천 종을 그리고 년에는1 , 1978 1 5 , 1980 2
만 종을 넘기게 되었다 이런 출판계의 상황을 반영하듯 서적 광고건수 또한 크.
게 늘어났다 년 월 한달 동안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건수는 모두 건. 1980 10 102
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문학류가 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소설이, 80 .
건을 수필이 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마지막 따위의46 , 36 , ' '婚外情事

애정류의 통속소설이거나 웃음의 시한 폭탄 진실 사랑 슬픔 고독 우수 추' ', ' , , , , ,
억 행복 여자 죽음 이별 등을 노래한 감성적 수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 , , ' .
경향은 년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1980 , '
도움을 주는 삶의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엄연히 존재하는 현' '
실의 문제를 방관 외면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행 불행의· , ·
차원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독자를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멀' '
어지게 만드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5)
그러나 광고에 등장하는 책들이 안고 있는 이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광고에 나타난 도서로서 도서관 장서로 편입된 것은 건 중 건으로 소장율102 81
이 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 .

년 월2.2.6. 1985 10

이 시기는 년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출판량의 증가는1980 .
지속되어 년에 발행종수가 만 종을 그리고 발행부수는 억부를 돌파하기1983 3 , 1
에 이르렀다 특히 출판량의 급격한 팽창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로 인. ,
해 광고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만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독서.
환경을 보면 컬러 의 대대적인 보급과 스포츠 붐 전자 오락실의 번성 등과, TV ,
함께 년도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이념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동시에1885
14) 전 공공도서관 수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대학도서관L , 1997. 11. 6. 14 30 16 00, P： ∼ ：

연속간행물실.
15) 엄혜숙 염재웅 이우용 임규찬 좌담 우리시대의 잘 팔린 책들을 진단한다 베, , , , ' ' ,「 」 『

스트셀러 시대평론 쪽, 1990, 7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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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 독서환경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기반이.
취약한 정부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내 놓

은 양면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출판광고의 특징으로 등의 운명관련 서적, ,死後世界 丹 道

광고가 눈에 띠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서적들에 대한 도서관,
장서로서의 광고 반영율도 높이 나타나고 있다 건의 광고에 권이 도서관에. 71 53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광고 반영율은 에 미치고 있다74.6% .

년 월2.2.7. 1990 10

년의 민주화 물결에 따라 이른바 출판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으나 체제와1987
권위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통제와 탄압이 지속되었다 다.
시 말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정권유지 차원의 통제정책은 여전히 지속되

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는 납 월북 작가의 작품집 출판과 북한기행문. · ,
북한원전의 출판 그리고 공 비리 폭로물 등으로 출판영역의 확대를 가져오기, 5
도 하였다.16) 출판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년에는 약 만종 억 천만부가1990 4 , 2 4
발행되었다.
이 시기 출판 광고의 특징은 명상류의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건의 광고 중에 건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광고 반영율. 56 43 ,
은 로 나타났다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때는 문학광고가 건에 소장 건76.8% . 42 30 ,
문학외 광고가 건에 건 소장하고 있어 문학외 서적의 광고 반영율이 매우14 13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년 월2.2.8. 1995 10

이 때를 전후하여 년이 책의 해로 선포되고 에는 독서 새물결 운동1993 , 1994
이 일어났으며 공공도서관 업무의 문화부 이관이라든가 제도의 도입 등, ISBN
과 같은 일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출판사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여 년 한해. 1995
동안의 출판광고비가 억원을 넘어서 식품 음료 정밀 사무기기 서비스 오락2,560 · , , ·
에 이어 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4 .
이 시기 출판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나마 간간이 나타나던 전문서적에 대한

광고가 보이지 않을 만큼 출판의 상업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광.
고 중에서 소설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필과 컴퓨터 등의 실용서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월 한달 동안 조선일보 에 나타난 책 광고건수는 모두 건이며1995 10 67 ,《 》

16) 이임자 앞의 책 쪽, , 129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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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건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의 소장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문학류59 88.1% .
의 경우 광고된 책 건 중에 건을 소장하고 있어 의 소장율을 기록하고50 48 96%
있다.

출판광고와 소장율2.3.

지금까지 한 중앙 일간지에 나타난 출판광고와 도서관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광고의 크기라든가 게재 횟수 등.
은 무시되었으며 표본의 범위 또한 년부터 년을 단위로 한 중앙 일간지, 1960 5
매년 월 한달 치의 광고만이 분석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출판광고와 공공도10
서관 장서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분석을 통해서 두 변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각 시기별 분석결과를 한데 모아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도별 영역별 출판광고 건수와 소장 현황< 2> ·

단위 건( )：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계
소장율
(%)

문학

소설
광고 7 16 4 5 46 34 22 30 164 79.3
소장 2 11 3 4 33 30 18 29 130

수필
광고 1 4 2 3 30 19 16 14 89 79.8
소장 1 2 1 3 27 15 9 13 71

기타
광고 0 2 2 1 4 1 4 6 20 75.0
소장 0 1 1 1 3 0 3 6 15

소계
광고 8 22 8 9 80 54 42 50 273 79.6
소장 3 14 5 8 63 45 30 48 216

소장율(%) 37.5 63.6 62.5 88.9 78.8 83.3 71.4 96.0 79.6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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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계
소장율
(%)

문학외

종교/
운명

광고 0 0 0 3 8 8 8 4 31 64.5
소장 0 0 0 2 6 2 7 3 20

실용
광고 5 6 2 6 11 4 4 13 51 62.7
소장 2 2 1 3 9 3 4 8 32

학습
광고 0 4 0 1 0 0 0 0 5 0.0
소장 0 0 0 0 0 0 0 0 0

전문/
기타

광고 1 3 1 9 3 5 2 0 24 75.0
소장 0 2 1 7 3 3 2 0 18

소계
광고 6 13 3 19 22 17 14 17 111 63.1
소장 2 4 2 12 18 8 13 11 70

소장율(%) 33.3 30.8 66.7 63.2 81.8 47.1 92.9 64.7 63.1 63.1

계
광고 14 35 11 28 102 71 56 67 384 74.5
소장 5 18 7 20 81 53 43 59 286

소장율(%) 35.7 51.4 63.6 71.4 79.4 74.6 76.8 88.1 74.5 74.5

이 표에서 책 광고건수는 광고의 크기는 무시했지만 아주 작은 광고라든가 다

른 책을 광고하면서 한두 줄 끼워져 있는 곁광고 등은 제외되었다 소장 책수의.
경우 광고에 나타난 책의 도서관 소장 여부를 나타내는데 전집이나 복수 광고,
의 경우 절반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면 광고가 반영된 것으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도서원부를 통한 확인작업이 아니라 서가 상에 나타나는 실물 도서에 대

한 확인작업의 결과로서 실제 광고에 대한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물.
론 광고와 관련 없이 구입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소.
장율은 서적 광고 건수에 대한 도서관 소장 책수의 백분비로서 광고 반영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 연도별 출판 광고 건수와 소장 건수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표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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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출판광고 건수 및 소장 건수 변화 추이< 1>

위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판 광고 건수와 그 책에 대한 도서관 소장

건수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정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이후부. 1975
터 출판물에 대한 광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출판량의 급격한 증가 출판사간의 시장경쟁의 심화,
로 인한 마케팅 및 광고 의존도의 상승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한편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본 구입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권 정도로 나3
타났다.
출판물 광고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 중에서 출판물 광고가 도서관의 장서 형성

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광고에 대한 도서관

장서로서의 소장율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광고에 대한 도서관 소장율의 변.
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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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광고에 대한 소장율 변화추이< 2>

위의 그래프에 문학류의 경우 그 광고에 대한 소장율이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며 년대 후반부터는 선에서 수렴하여 조금씩 오, 1970 80%
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학류의 경우 소설과 수필 기타 문학류가. ,
고른 소장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학류를 제외한 책의 경우 광고에 대한 소장율이 문학류에 비해 비교적 큰 폭

으로 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문학류를 제외한 분야의 경우 소장율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광고의 영향이 시기별로,
변화했다기보다는 문학류에 비해 출판광고가 도서관의 장서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문학류와 문학을 제외한 영역

의 소장율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년 년 년 년의 경우 문학류는 소장율이 증가 현상을 보여주1965 , 1975 , 1985 , 1995

고 있는 반면 문학외의 영역은 전에 비해 감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
는 달리 년 년 년의 경우는 그 반대로 문학외의 소장율은 증가한1970 , 1980 , 1990
반면 문학류의 소장율은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영역 사이의 소장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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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변화가 상쇄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광고와 소장율이 뚜렷한 인과

관계를 갖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년 에도 못 미치는 광고 반영율이 점점 증가하여1960 40%
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년대 이후로는 선 안팎1980 1980 80%

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책이 출판되어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데에 여.
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출판 광고가 매우 중,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서평과 공공도서관 장서3.

조사방법3.1.

서평분석을 위한 조사방법은 앞 절의 출판광고 항목과 같다 즉 우리 나라에.
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중앙 일간지 조선일보 를 선택하여《 》

매 년 단위의 월 한 달치 서평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사례 도서관5 10 ,
의 장서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 광고란이 아닌 기사란에 나타난 출판.
관련 기사는 모두 서평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서평과 소장율3.2.

한 중앙일간지의 광고란을 제외한 부분에 나타난 출판관련 기사는 종류와 형

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평 신간서평 출판 출판화. , , ,「 」 「 」 「 」 「

제 등의 고정란을 통해 비교적 자세한 서평을 싣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달의 소설 이 달의 시 등의 난으로 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 「 」

을 하기도 한다 나의 역서 출판 화제 책으로 말한다 의. , , ,「 」 「 」 「 」 「○○○

작품세계 등의 기사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의.」 「

현장 학술 칼럼 문화쟁점 화제의 여성 응접실 인터, , , , , ,」 「 」 「 」 「 」 「 」 「 」 「

뷰 등의 난에 출판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간접적인 서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와는 달리 신간 새로 나온 책 신간 다이제스트 새, , ,「 」 「 」 「 」 「

책 등의 난에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하면서 서지사항을 곁들인 것들도 쉽,」

게 발견된다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출판사항 위주의 단순 소개①

간단한 서평을 포함한 안내②

관계 전문가나 권위자에 의한 서평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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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의한 서평④

학술 문화관련 기사에 포함된 서평,⑤

칼럼 등에 포함된 책 안내⑥

기타⑦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서평을 공공도서관 장서와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연도별 서평 건수 및 소장율 변화< 3>

연 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계

서평건수 5 5 10 3 9 7 9 9 57

소장건수 2(2) 1 3(2) 0 6 5 5 7 29(4)

소장율(%) 40(80) 20 30(50) 0 67 71 56 78 51(58)

이 표에서 괄호 안에 나타난 것은 실제 서평에 나타난 책과는 출판사나 역자,
출판 연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자와 서명만 같은 책으로서 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와 서명만 같더라도 그 책이 도서관의 장서로 나타.
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간지 서평의 간접적인 반영으로 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광고에 비해 서평의 게재건수가 절대적.
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조사에서 년과 년을 경계로 약간의 경향이 발견1975 1980
되고는 있지만 일간지의 서평과 도서관 장서의 관련성을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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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와 공공도서관 장서4.

조사방법4.1.

베스트셀러(bestseller)17)는 일반적으로 잘 팔린 책 또는 많이 팔린 책의 뜻을
갖고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베스트 북 이라고는 할 수 없다, (best book) .
오히려 예술적 성공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성공에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혹자는 베스트셀러를 광고를 통해 조작된 성공도서로서 낭비적인 판촉. '
캠페인의 산물이라든가 독자에 대한 속임수로서 독자와 영합하여 시사적 화젯' , '
거리를 교묘히 몽타주 한다는 점에서 독자에 대한 기만으로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두드러진 문화사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 ' .18) 여기에는 저자와

출판사 독자 그리고 그 책이 나온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맞물려 있다, , .
이처럼 베스트셀러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미디,
어들마다 다투어 내놓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다.19)
여기서는 다양하게 집계되고 발표되어온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서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베스트셀러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사례 도서관,
의 장서와 비교해 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정춘 출판사회학 타래, , , 1993.① 『 』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883 1996 , , 1998.② 『 ∼ 』

조선일보 베스트셀러 란③《 》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집계④

여기에서 위의 두 책은 한성순보 가 발간된 년 이래의 우리 나라 베스1883『 』

트셀러가 집계되어 있으며 아래의 두 자료는 주로 최근의 베스트셀러를 파악하,
는데 이용되었다 한편 여기에 사용된 시기구분 방식은 그간의 서지학적 연구성.
과와 함께 한국출판문화협회의 시기구분을 병용하였으며 이를 다시 사례 도서,

17) 베스트셀러의 유사개념으로서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라는 뜻의 스테디셀러(steady
와 롱 셀러 를 비롯하여 빅 셀러 탑 셀러 밀리seller) (long seller) , (big seller), (top seller),

언 셀러 베터 셀러 잘 팔리는 책 선풍적인 성(million seller), (better seller), (good seller),
공의 책 등이 있다 이임자 앞의 책 쪽(fast seller) .( , , 33 34 )∼

18) Werner Faulstich, Bestandsaufnahme Bestseller-Forschung, Ansätze-Methoden-Erträg
이임자 앞의 책 쪽에서 재인용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3, p.3 , , 28 29 .； ∼

19) 그렇다하더라도 많은 베스트셀러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서 읽었는지'
를 말해주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엮어낸 사회사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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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소장 도서와 비교하기 위해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시기별 베스트셀러 현황4.2.

년 년4.2.1. 1883 1910∼

먼저 년부터 년까지의 베스트셀러로 권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1883 1910 19
다 여기에는 정음사 범우사 을유문화사 등에서 나온 이인직 안국선 이해조. , , , , ,
유길준 등의 신문학들과 함께 역사서나 전기 같은 책이 대거 베스트셀러 리스트

에 올라 있으며 이 중에서 이후에 재판으로 나온 것까지 합쳐 종이 도서관의, 8
장서로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 년4.2.2. 1910 1945∼

년부터 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의 베스트셀러로는 최찬식 이광수 김1910 1945 , ,
동인 한용운 박종화 현진건 염상섭 심훈 등과 같은 당대의 내노라하는 문인, , , , ,
들의 책들이 대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도서관의,
장서로 편입되어 있었다 조사 대상이 된 종의 책 중에서 종이 소장되어. 28 26

에 가까운 소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시기에 나온 대다수의 책이93% .
중고생의 수험용 필독서로 천거되어 그 내용에 관계없이 도서관에서 이를 반영

한 결과로 풀이된다.

년 년4.2.3. 1945 1961∼

년에서 년까지의 베스트셀러에는 최현배의 우리말본 양주동의1945 1961 ,『 』

고가연구 와 같은 책과 함께 조병화나 유치환의 시집 김래성의 청춘극,『 』 『

장 과 실낙원의 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최인훈의 광장 김구. ,』 『 』 『 』

의 백범일지 등도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특히 이 시기의 최대의 베스트셀러,『 』

로 정비석의 자유부인 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기 역시 조사대상.『 』

이 된 종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권이 소장되어 있어 의 소장율을 보여26 24 92.3%
주고 있다.

년 년4.2.4. 1961 1972∼

년부터 년까지의 베스트셀러에는 일본 소설의 번역본과 함께 김형석1961 1972
의 영원과 사랑의 대화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와 같은 에세이,『 』 『 』

류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

슬픔이 와 같은 수기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조사대상이 된 종의 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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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셀러 중에서 종이 도서관의 장서로 편입 되어 소장율이 를 넘기고 있21 90%
다.

년 년4.2.5. 1973 1987∼

이 시기에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과 바보들의 행진 조선작의 영,『 』 『 』 『

자의 전성시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홍신의 인간시장 등과 같은, ,』 『 』 『 』

통속소설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 장길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 ,『 』 『 』 『

올린 작은 공 등과 같은 사회 고발성 소설이나 역사소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쌩 떽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와 어린, ,『 』 『 』 『 』 『

왕자 와 같은 번역 소설 등이 이 시대를 풍미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

으며 이 밖에도 김성동의 만다라 법정의 무소유 서정윤의 홀로 서, , ,『 』 『 』 『

기 김용옥의 여자란 무엇인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역시 조사대, .』 『 』

상이 된 종의 책 중에서 권이 도서관의 장서로 반영되어 라는 높은26 25 96.2%
소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년 년4.2.6. 1988 1993∼

이 시기에는 소설 동의보감 과 같이 고전을 소설화한 작품과 무궁화 꽃,『 』 『

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원전이나 해금 작가의 작품 박완서 신달자를 중, , ,』

심으로 한 여류 작가의 작품 다양한 번역 작품 등이 소설로서의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와 함께 홀로 서기 나 접시꽃 당신 등의 시집류, ,『 』 『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등과 같은 명사의 체험담 등이 이를 뒤따르고 있『 』

다 이 시기의 베스트셀러 책을 사례 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본 결과 모두. 143
책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소장율은 로 나타났다117 , 81.8% .

년 이후4.2.7. 1994
이전까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학류 중심의 목록이었으

며 베스트셀러가 도서관의 장서로 반영된 소장율이 거의 를 넘기고 있는, 90%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도서를 도서관에서 구입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베스트셀러와 도서관 장서와의 관계를 분야별로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본 수를 크게 늘여 분야별 베스트셀러 목록 활용이 용이한 최근 년간의 분야4
별 베스트셀러와 그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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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년간 분야별 베스트셀러 소장 현황< 4> 4

연도 1994 1995 1996 1997

구분
조사
대상
책수

소장
책수

소장
율(%)

조사
대상
책수

소장
책수

소장
율(%)

조사
대상
책수

소장
책수

소장
율(%)

조사
대상
책수

소장
책수

소장
율(%)

문학 54 52 96       50 44 88      
소설       37 35 95       20 19 95
비소설       47 43 91       20 18 90
시 10 9 90 1 1 100 10 7 70 20 16 80
아동             10 8 80 20 16 80
여성             10 6 60 20 13 65
인문
과학

39 29 74 3 0 0 10 10 100 20 13 65
정치
사회

            10 9 90 20 13 65
경제
경영

20 11 55       10 8 80 18 17 94
건강
의학

9 4 44       10 8 80 20 15 75
자연
과학

23 18 78 7 3 43            
교양
과학

            10 7 70 19 13 68
외국어       1 1 100 10 6 60 20 10 50
컴퓨터       4 4 100 10 4 40 19 8 50
예술             10 6 60 19 14 74
취미/
실용

            10 4 40 19 14 74
계 155 123 79.4 1090 87 87.0 170 127 74.7 274 199 72.6

여기에 나타난 베스트셀러는 일간지의 베스트셀러 난과 유명 대형서점의 집계

를 취합하여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구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를 집계,
하는 기관과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표에 따르면 최근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도서관 장서로서의 소장율은 근처에 수렴하고 있다 그80% .
렇지만 소설이나 비소설 등으로 표시되었거나 종합으로 표시된 문학류가 베스트

셀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의 소장율 또한 평균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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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년 한해만 놓고 보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종을 대상으로1997 274
소장조사를 해본 결과 그 조사시점이 년 월에서 월 사이로서 베스트셀러1998 4 6
집계 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 권이 이미 공공도서관의72.6% 199
정서로 소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베스트셀러의 실질적인 소장율은 당분간.
은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와 소장율4.3.

지금까지의 베스트셀러와 그 소장율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본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표 연도별 베스트셀러 구입 현황< 5>

해당연도 조사대상 책수 소장 책수 소장율(%)
1883 1910～ 19 8 42.1
1910 1945～ 28 26 92.9
1945 1961～ 26 24 92.3
1961 1972～ 23 21 91.3
1973 1987～ 26 25 96.2
1988 1993～ 143 117 81.8
1994 155 123 79.4
1995 100 87 87.0
1996 170 127 74.7
1997 274 199 72.6
계 690 558 80.9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화기를 제외하면 적게는 에서 많게는72.6%
의 베스트셀러가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96.2% .

시기별 베스트셀러에 대한 소장율의 변화추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만 베스트셀러 반영율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줄어드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그, .
렇지만 이런 경향 역시 베스트셀러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꾸준히 공공도

서관의 장서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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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책들이 권에서 많은 경우 권까지 복본으1 37
로 소장되어 평균 복본률이 권을 넘기고 있다 이런 수치는 앞에서 살펴 본 신3 .
문 광고와 함께 베스트셀러가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부 추천도서와 공공도서관 장서5.

시기별 문화부 추천도서 현황5.1.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권위 있고 역사도 오래된 문화부의 추천도서 목록과 도

서관 소장 장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문화부에서는 년부터 매년 추. 1968
천도서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년도 전해의 월 일부터 당. 9 1
해년도의 월 일까지 년 동안 출판된 신간 도서8 31 1 20) 중에서 각 출판사가 심혈
을 기울여 출판한 대표 출판물들을 총류 역사 문학 예술 종교 철학 과학기술, , , , · , ,
사회과학 아동 청소년의 개 분야, · 8 21)로 나누어 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명, 15 30∼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단계 심사를 거쳐 올해의 우수 도서로 선정하는3 ' '
제도이다.
추천도서의 선정에는 전문 학술도서와 일반 교양 도서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

으며 문화부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추천도서 목록을 별도로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청 각급 도서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해 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
한국출판금고22)의 양서보급 지원금으로 이들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전국의 문화

원 공공도서관 새마을문고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배포하여 국민의 필독 도서, , ,
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부 추천도서의 연도별 선정 현황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20) 최근에 등 전자출판물이 대상 도서에 포함되었지만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은CD-ROM , ,
제외된다.

21) 그 이후에 만화와 번역 분야 한국어 도서의 외국어 번역에 한함 가 추가되어 현재는( ) 10
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고 있다.

22) 출판금고는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사단법인체로 출발하여 출자금 억 원을' ' 10
적립하여 운영 해 왔으나 년부터 정부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백억원의 막, 1985
대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수혜적 지원금의 유입은.
자율적 운영보다는 융자조건의 제약 등으로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출판사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유용 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성동규 한국출판산업의 자본( , 「
축적과 국가통제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쪽, , 1990, 2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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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화 체육 관광 부 추천도서 연도별 선정 현황< 6> ( / )

회 수 연 도
선 정 내 용

종 수 권 수

1 1968 43 275
2 1969 9 41
3 1970 15 27
4 1971 33 82
5 1972 23 70
6 1973 28 88
7 1974 30 65
8 1975 29 147
9 1976 35 62
10 1977 44 69
11 1978 35 44
12 1979 45 53
13 1980 47 65
14 1981 77 198
15 1982 126 389
16 1983 160 218
17 1984 180 369
18 1985 163 209
19 1986 153 220
20 1987 110 265
21 1988 119 327
22 1989 113 262
23 1990 112 172
24 1991 112 199
25 1992 111 233
26 1993 110 282
27 1994 111 169
28 1995 101 175
29 1996 96 -
30 1997 105 -
계   2,475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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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회분과 회분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29 30 (http://www.bnk.co.kr/
의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권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표시하cg-bin/bnk/)

지 못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년 제 회 추천도서로서 종 권을. 1968 1 43 275
선정하여 발표한 이래 매년 종의 추천 목록을 발표해 오다가 년에 접30 40 1980∼

어들면서부터 매년 여종 이상의 추천도서 목록을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중에100 .
서 최근 년간의 추천도서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

표 최근 년간 분야별 문화 체육 관광 부 추천도서 현황< 7> 10 ( / )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비율

총류 5 7 5 5 2 4 4 4 4 4 2 46 3.8
역사 8 12 7 6 9 8 8 8 8 11 10 95 7.9
문학 34 29 37 36 32 30 32 30 24 20 20 324 27.0
에술 11 10 15 9 8 5 4 5 7 7 10 91 7.6
종교/
철학

12 14 11 10 13 12 11 12 13 10 10 128 10.7
과학

기술
11 13 10 13 15 14 16 14 15 13 16 150 12.5

사회

과학
11 19 13 16 16 18 16 18 18 20 20 185 15.4

아동/
청소년

18 15 15 17 17 20 19 20 12 11 17 181 15.1
계 110 119 113 112 112 111 110 111 101 96 105 1,200 100

이 표에서 년의 경우 만화 영역이 별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통일1994
을 기하기 위해 이를 아동 청소년 영역에 포함시켜 표시했다 이 표에서 보는/ .
것처럼 문학류가 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과27%
학 과 아동 청소년 분야 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15.4%) / (15.1%) .
으로 보아 전문 학술 도서와 일반 교양도서의 균형을 고려한 흔적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문화부 추천도서와 소장율5.2.

여기서는 최근 년간의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에 나타난 책 중에서 각 영역별10
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를 사례 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보는 방식을 취하였

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된 표본의 크기와 이에 대한 도서관 소장 여부에 대한 조.
사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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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년간 문화 체육 관광 부 추천도서 소장 현황< 8> 10 ( / )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조사건수 20 11 20 16 16 20 20 50 20 20 18 231
소장책수 19 11 17 15 16 15 16 47 18 16 18 208
소장율(%) 95 100 85 94 100 75 80 94 90 80 100 90.0

문화부 추천도서의 도서관 소장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문화부에서 추천한 책

들은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도서관의 장서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소장율은 앞,
에서 살펴보았던 광고나 베스트셀러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 이유를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신청접수단계.
에서 각 출판사별로 자기 출판사의 대표 출판물을 신청하고 있으며 심사과정,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 의해 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3
을 거치고 있다.
둘째는 이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기관이 정부 부처라는 선정기관의 성격과 관

련되어 있다 문화부에서는 추천도서 목록을 별도로 발간하여 이를 전국의 공공.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는데 하급기관인 도서관 쪽에서는 이를 구입 권장으로 여,
기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출판금고의 양서보급 지원금을 통.
해 추천도서에 선정된 책의 일정 부분이 각급 도서관으로 배포된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부 추천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높은 소장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에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
추천도서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년의 종 권으로서 전1984 180 389
체 장서구입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예로 년도 부산. 1997
지역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량을 보면 적은 도서관은 천 권에서 가장 많은 경, 5
우는 만 권을 넘긴 곳도 있다 따라서 문화부 추천도서를 구입한다 하더2 . 100%
라도 기껏해야 년 구입량의 에서 이내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는1 0.5% 2%
것이다 따라서 문화부의 추천도서 목록에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제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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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와 공공도서관 장서6.

시기별 청소년 권장도서 현황6.1.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은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 」

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

는 공공도서관의 수서 담당 사서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안식처가 되어왔다, .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의 경우 특별히 대상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선정 발·
표되는 것과는 달리23)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은 그 대상이 청소년용 도서 목」 」

록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 조에 따르면 유해간행물로부터45 '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 '
다 이 위원회는 인 이상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은 예술. 10 20 , ' ·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 · ·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 체육 관광 부 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 ( / )
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

서평문화 에 실리고 있는데 서평문화 에 수록할 서평대상 도서의 추천을,《 》 《 》

바라는 안내문에는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민 독서문화의 향상 및'
독서 가족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책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서

평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평대상 도서의 추천자격은 출판사' .
대표나 편집 책임자 대학교수 및 중 고교 교사 그리고 유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 ,
되어 있으며 추천대상 도서는 다소 포괄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추천일 기준 년 이내에 발행된 다음 내용의 각 분야 국내저작물 및 번역 도1
서

가 주제와 사상이 분명하고 비평의 가치가 있는 도서.
나 사회적 가치와 시의성이 있는 도서.
다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있는 도서.

서평문화 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출판되는 비매품으로서 여《 》

기에 실린 서평들은 문학 예술 철학 사회 역사 정치 경제 과학 교양 쟁점, , , , , , , , ,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 그에 따른 도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한 정보나,
23) 문화부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발표할 때 아동 청소년 항목이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영역은 특별히 대상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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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줄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청소년 권장도서목록 은. 「 」

년부터 한 차례에 종 정도씩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명 저자 출판1991 30 , , ,
사 발행일자 크기 면수 가격 등의 서지정보와 함께 매우 간단한 서평이 실려, , , ,
있다.
이 목록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책 읽기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일 기준 년 이내에 발행된 국내 도서를 대상으로 하, 1
여 서평위원회의 엄선을 거친 책들이다 매번 이 목록의 머리말에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하면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 '
을 기대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있다 이 목록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각 시.
도 교육청과 주요 도서관 서점 도서대여점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구입이 적극, ,
권장되고 있다.
시기별 청소년권장도서 선정 현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현황< 9>

차수 선정시기 선정종수

차1 1991. 7 60
차2
차3 1991. 9 30
차4 1991. 12 30
차5 1992. 4 30
차6 1992. 6 19
차7 1992. 9 41
차8 1992. 12 30
차9 1993. 3 30
차10 1993. 7 30
차11 1993. 10 30
차12 1993. 12 20
차13 1994. 5 30
차14 1994. 7 30
차15 1994. 9 30
차16 199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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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선정시기 선정종수

차17 1995. 3 30
차18 1995. 5 30
차19 1995. 9 30
차20 1995. 12 30
차21 1996. 3 30
차22 1996. 6 30
차23 1996. 9 30
차24 1996. 12 30
차25 1997. 3 34
차26 1997. 6 35
차27 1997. 9 35
차28 1997. 12 35
계   849

여기서 차와 차 목록은 한데 묶여 종이 발표되었으며 차와 차를 제외1 2 60 , 6 7
하면 차 까지는 매회 종씩 발표되어 오다가 년 들어 그 종수가 조금 늘24 30 1997
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 분부터 차 분까지는 청소년권장도. 1 24 「

서목록 으로 발표되어 오다가 차 목록은 청소년이 읽어야 할 좋은 책 소25」 「

개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차 이후부터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으로 발, 26」 「 」

표되고 있으며 차부터는 독자의 지적 수준에 따른 선택의 편의를 위하여 초, 9 ·
중 고 대 공통 등의 계층별 구분 표시를 해 주고 있다 한편 서평문화 제 집· · · . 11《 》

부터는 그 동안 출판과 독서문화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해'
마련되었던 특집지면을 없애고 이를 서평지면으로 완전히 활용해서 이른바 명' '
실상부한 완전한 서평 전문지로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다' .

청소년 권장도서와 소장율6.2.

년의 차 분부터 년 월의 차 분까지 발표된 청소년 권장도서1991 1 1997 12 28 「

목록 은 모두 종으로 이 중에서 매년 봄에 발표된 목록과 사례 도서관 장849 ,」

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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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청소년 권장도서와 소장율 현황< 10>

차수 선정 시기 선정 건수 소장 건수 소장율

1/2 1991. 7 60 49 81.7
5 1992. 4 30 21 70.0
9 1993. 4 30 28 93.3
13 1994. 5 30 26 86.7
17 1995. 3 30 25 83.3
 21 1996. 3 30 30 100.0
25 1997. 3 34 26 76.5
계   244 205 84.0

이 표와 같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 의 공공도서관「 」

소장율은 조사대상이 된 종 중에서 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244 205
평균 소장율은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목록 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에84% .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
해 분야별 권장도서와 그 소장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분야별 권장도서와 소장율 현황< 11>

구 분
대 상 종 수 소 장 현 황

종 수 비 율(%) 종 수 소장율(%)
철 학   12 4.9 8 66.7
종 교   2 0.8 2 100.0
사 회   13 5.3 11 84.6
경 제   5 2.0 5 100.0
경 영   7 2.9 5 71.4
정 치   8 3.3 6 75.0
과 학   37 15.2 32 82.1
예 술   11 4.5 9 81.8
문 학   45 18.4 39 86.7
역 사   25 10.2 23 92.0
교 양   59 24.2 48 81.4
아 동   20 8.2 17 85.0
계 244 99.9 205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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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장도서목록 을 분야별로 보면「 」 24) 교양 분야가 로 가장 많으24.2%
며 다음으로 문학분야 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가 큰 비중, (18.4%), (15.2%), (13.5%)
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 소장율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 론7.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장서 구입 과정에서 신문의 출판광고나 신간안내 서평, ,
베스트셀러 그리고 문화부 등의 추천도서 목록 등을 가장 많이 참조한다는 말,
을 여러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출판광고나 신간안내 서평. , ,
베스트셀러 등은 이용자가 많이 찾기 때문이며 문화부의 추천도서나 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 등은 공적으로 추천되는 권위 있는 목록이

기 때문이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겪어온 수난이 사서들의 자율성을 갉아

먹은 채 장서 구성의 내용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찾게 만들

었고 광고나 베스트셀러 그리고 각종 추천목록 등이 하나의 좋은 은신처 가 되, ,
어왔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이들 목록들에 상당

히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 광고의 경우 이에 대한 도서관 장서로서의 소장율이 비교적 일정,
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해 왔으며 년대 후반부터는 선에 수렴하고 있, 1970 80%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 중앙 일간지의 년대 이후 년 평균. 1980 1
광고 건수를 약 건으로 잡을 경우900 25) 매 년 종 정도의 광고된 책이 공공, 720
도서관의 장서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신문 광고에 대한 도서관.
장서의 평균 복본 수가 권이므로 권수로는 해마다 천 권이 넘는 장서가 광고3 2
와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일간지 서평의 경우 년대 들어 안팎의 소장율을 보여주고는 있, 1980 70%
지만 서평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소장율의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서평과,
도서관 장서의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24) 이런 식의 영역 구분은 청소년권장도서목록에 나타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5) 앞의 연도별 영역별 출판광고 건수와 소장 현황을 토대로 한달 치의 평균 광고건수에·

를 곱하면 년 이후 년 평균 광고건수는 건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같은 광고12 1980 1 888 .
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한 건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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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베스트셀러의 경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는 책 권을 대상으로, 690
소장조사를 해 본 결과 권이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소장되어 있어 평균558

의 소장율을 보여 주었다80.9% .
넷째 문화부 추천도서의 경우 년의 차 분부터 년의 차 분까지 문, 1968 1 1997 30
화부 추천 도서 목록에 올라있는 총 종의 책 중에서 종을 추출하여 도2,475 231
서관 소장 장서와 비교해 본 결과 권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208

의 소장율을 보여주었다90.0% .
다섯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의 경우, 「 」

년의 차 분부터 년 월의 차 분까지 선정된 종의 책 중에서1991 1 1997 12 28 849 244
권을 대상으로 소장조사를 한 결과 종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며 소장205 ,
율은 에 이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면84.0% .
다음 표와 같다.

표 목록별 도서관 장서 소장율 비교< 12>

구 분   조 사 건 수 소 장 건 수 소 장 율(%) 조 사 기 간

광고목록 384 286 75.4 1965 1995～

서평목록 57 33 56.9 1965 1995～

베스트셀러목록 690 558 80.9 1983 1997～

문화부 추천도서 231 208 90.0 1968 1997～

청소년권장도서 244 205 84.0 1991 1997～

계 1,606 1,290 80.3 -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은 문화

부 추천도서이며 다음으로 청소년권장도서 베스트셀러 광고 서평의 순서로 나, , , ,
타났다.
그렇지만 각 목록의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소

장율과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은 모집단의 크기 즉 사서들에게 노출되. ,
는 빈도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비교를 한다면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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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전체 출현 빈도수에 소장율을 곱한 수치가 각 목록들이 도서관 장서 형성

에 미친 영향력을 더 적절히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26) 그러나 전체 건수를

잡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우선 광고 목록과 서평 목록의 전체건수는 년마다 한달 치를 뽑아 소장율을5
조사했으므로 여기에 년 개월로 곱하면 추정치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 그러, 5 ·12 .
나 베스트셀러 목록의 경우 주요 대형 서점에서 주간 또는 월간으로 집계하여,
도서관으로 우송되는 베스트셀러 목록과 각 언론사에서 집계되는 목록 등 그 수

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계산해 내기가 쉽

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보아 연 평균 건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150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노출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년치의 산술적 계산에 의해30
전체건수를 잡아보기로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각 목록이 공공도서관 장서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

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목록별 도서관 장서에 미친 영향력 비교< 14>

구 분   전 체 건 수 소 장 율(%) 추 정

소 장 건 수    비 율 대 상 기 간

광고목록 23,040 75.4 17,372 67.1 1965 1995～

서평목록 3,420 56.9 1,946 7.5 1965 1995～

베스트셀러 목록 4,500 80.9 3,641 14.1 1965 1997～

문화부 추천도서 2,475 90.0 2,228 8.6 1968 1997～

청소년권장도서 849 84.0 713 2.8 1991 1997～

계 34,284 80.3 25,900 100.1 -

26) 물론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는 데에는 조사기간의 차이와 같은 몇 가지 형평에 어

긋난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각 목록의 출현 시기와 대.
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발표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에 영향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미쳐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식의 단순 계산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문제로 남는 것은 광고나 베스트셀.
러 등은 복수의 매체에 의해 중복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화부나 한국간행물윤,
리위원회의 도서 목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선.
정하여 보내오는 후자의 경우 공무원인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강도가 전자와

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두 번째 문제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목록이 도, .
서관 장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방법의 계발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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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목록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 미치는 영향

력은 소장율과는 차이가 매우 크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장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전체건수는 훨씬 많은 것이 신문광고에 나타난 책으로 전체 목록의

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장율이 높은 문화부67.1% ,
추천도서나 청소년권장도서의 경우는 둘을 합쳐도 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10%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수서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

들의 여러 증언들과 목록별 소장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
의 장서 형성 과정에서 출판광고나 베스트셀러 문화부 추천도서와 청소년 권장,
도서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광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 목록의 약 가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반. 80%
영되어 있으며 이들 목록은 공공도서관이 장서형성 과정에서 기대 온 가장 편,
안한 안식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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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직원 인을 초9 19 9 26 3
청하여 제 차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주제로 발표한 내용으로 양국의 기조 보고 도서관협2 · , ,
력 자료보존 전자도서관의 순서로 수록하였습니다, , .

개관 주년을 맞은 국립국회도서관50
새로운 시대를 향한 노력-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내협력과장( )岡田三夫

머리말

지난해 월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신 분의11 3
대표단을 모시고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간의 제 회 업무교, 1
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 한층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서관인의 상,
호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저희들 명이 귀도서관을 방문하게 된 것, 3
입니다.
지난번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기조보고로서 당관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전

자도서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 .
개관 주년을 맞은 당관의 연혁 조직 활동을 개괄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50 , ,
노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회 업무교류에 초대받. 2
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

기 바랍니다.

국립국회도서관 설립1.

국립국회도서관은 의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1948
년 월 일 도쿄의 아카사카리큐 현재 영빈관 를 청사로 삼아 개관한6 5 ( , )赤阪離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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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금년으로 년이 되었습니다50 .
국립국회도서관은 그 장서 면에서 본다면 제국의회의 중의원 과 귀족, ( )衆議院

원 에 각각 설치되었던 양 도서관과 문부성의 제국도서관 이( ) ( )貴族院 帝國圖書館

라는 개의 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원류 도서관의 장서를 이어2 .
받았더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이념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년 월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해 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본1946 11 , 5 .
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이 되었

습니다.
한편 과학적인 조사에 의거한 국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광범위한 조사 기능을 갖춘 국회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기운이 높았습니다.
년에 제정된 국회법의 제 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1947 130 「

별도로 정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설치 조항이 제정되었습니」

다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해에 성립된 것이 국립국회도서관법 년 월 일. (1948 2 9
공포 시행 입니다· ) .
이 법률제정에 즈음하여 년 월에는 중 참 양의원의 요청으로, 1947 12 · ( )衆參․
미국 도서관 사절이 일본에 와서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구상에 의거하여.
국립국회도서관법의 기초 준비가 진척된 것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조직2.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지부 우에노도서관 지부( ) ( ), (支部 上野圖書館 支

동양문고 각 행정부 및 사업부에 설치된 지부도서관) ( ), ( ,部 東洋文庫 支部圖書館

개관 그외 분관이 개관 있음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5 . 11 ) .
현재 중앙관의 조직으로 총무부 조사 및 입법고사국 및 수, ( ),調査 立法考査局

집부 도서부 연속간행물부 전문자료부 도서관협력부 등 국 부와 국회분관을, , , , 1 6
두고 있습니다.
중앙관과 지부 우에노도서관 지부 동양문고를 합친 직원수는 명입니다 관, 851 (
장 부관장 각 명을 포함 각 행정부 및 사법부에 설치된 지부도서관에 관해, , 1 ).
서는 국립국회도서관은 미국의회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지만 미국에 있, ,
어서도 이러한 규모의 지부도서관 제도는 없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 제도는, ,
독특한 것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서비스하는 대상은 국회의원 행정 사업 각 부문 국민이며, · , ,
각 행정부 및 사법부 서비스는 그 지부도서관을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및 사법부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지부도서관을 경유하여 납본됩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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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수가 납본된 관청 출판물은 장서로써 이용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

라와의 국제교환을 위한 귀중한 교환자원이 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활동3.

국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납본제도에 의해 납본되며 년에는 도서 약(1997 10
만책 잡지 신문 약 만 천종 이들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기록한 것이 우리나라, · 2 3 ),
출판물 기록인 일본전국서지 이고 이의 기계가독판이 입니다Japan/MARC .「 」

또한 잡지기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간행된 잡지 종을 대상으로5,600
잡지기사 색인 을 편찬하고 있고 이를 화 하여 으로도 배포하D/B CD-ROM「 」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서지 목록류를 작성하고 있고 국회회의록총. · 「

색인 일본법령색인 작성도 당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 회, . ,」 「 」

의록은 색인작성 뿐만 아니라 중의원 참의원 국립국회도서관 자가 공동으로· · 3
화를 진행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입니다Full-Text D/B , .

당관에 납본된 출판물은 문화재로서 보존됩니다 납본 외에도 구입이나 기증.
또는 교환에 의해 국내 외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수는 도· .
서 약 만책 잡지 약 만종 신문 천종입니다 덧붙여서 법령 의회자료 헌690 , 15 , 8 . · ,
정 자료 과학기술보고서 음반 음악 지도 등 많은 전문자료도 소장하( ) , , , CD,憲政

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열람 참고봉사 복사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도서관 서비· ,
스를 하고 있습니다 년 년 통계로는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의뢰조사건. 9 (1997 )平成

은 약 만건으로 법안분석이나 조사 문헌제공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3 ,
여러 가지 전문적인 주제를 조사의뢰 받아 답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내관. ,
이용자수는 만명이고 복사는 만건 전화나 문서로 한 참고봉사는 약 만건42 30 , 12
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과 도서관협력4.

년 신관이 완성됨에 따라 기구를 개혁 도서관협력부를 만들고 국내협력1986 ,
과를 두어 다른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타 도서관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서지작성 종합목록 네트워크 유지 운영 복사. , · , ,
도서관간의 대출 참고봉사 보존협력 등 폭넓게 도서관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 ,
니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은 오랜 기간동안 해외의 국립도서관 및 관계 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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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에 힘써왔으며 자료교환 문헌제공 서지정보의 표준화 자료보존분야에도, , , ,
공헌해 왔습니다.

년에는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 의 일본센터를 년에는1976 (ISDS) , 1989
자료보존 의 아시아지역센터를 책임지고 맡아서 활동IFLA-PAC( core program)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년을 향하여5. 50

사회정보화 학습의 평생화 국제적인 정보교류 라고 하는 커다란「 」 「 」 「 」

환경변화 가운데서 당관은 장차 앞으로의 년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50
습니다.
먼저 당관 활동의 중심이 되는 납본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월 오가타 전 관장은 외부의 유력 인사로 구성된 납본제도조1998 3 ( )緖方 「

사회 에 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방법이21」 「

어야 하는가 특히 전자 매체출판물 납본에 관한 제도 및 운용의 바람직한 방법,
에 관하여 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동 조사회는 금년 월 패키지계 전자출. 5」 「

판물 에 관해서는 모두 납본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정보 유통시대에 도서관 자료로서 전자출판물을.
수집한다라고 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개의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년후에는 지부 우에노도서관은 제2 . 2

국도서관 시대의 건물을 되살려가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제 기, 1
개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월에 건물을 착공하는 국립국회도서관 관서. 11
관 가칭 은 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적극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 ) 2002 .
제어린이도서관 관서관 모두 전자도서관 서비스 활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관서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헌 및 문헌정보 발신의 거점적

역할 이외에 그 중 하나로 국내외에 아시아 정보 제공 아시아 연구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 문헌정보센터 가칭 를 설치하여 아시아 정보의 국제적인 유( )
통과 문화교류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관에서는 이를 계기로 귀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도서관들과 깊이 연계하여 아,
시아지역의 도서관협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 관서관 도쿄의 현재 시설을 포함 새로운 고도 정보화사회, , ,
에 대응하는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의 바람직한 방향 모습 을 검토하기 위( )
해 작년 년간 외부 유력 인사로 구성된 전자도서관추진회의를 개최하였습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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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년 월 회의보고서를 접수하고 동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금년 월 당관. 2 5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상 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의 시.「 」

스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 개발에도 올해부터 힘쓰

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저작.
권이나 부과금 등 제도적 과제 기술적 과제 예산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과제, , .
에 대해서는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애써서 노력하여야 함과 아울러 종이시대이

든 전자시대이든 현재와 미래를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자료가 완벽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거듭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 보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
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이용자를 위해 완벽한 자료보존과 아울러 새로운.
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서관이 상호 협력하여 전국 곳곳의 이용자에

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이번 업무교류의 주제인 자료. 「

보존 도서관협력 전자도서관 각각에 대하여 뜻 깊은 의견 교환이 이,」 「 」 「 」

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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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이 원 석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과장( )

머리말1.

오늘날 모든 국가는 국민의 지식 정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관·
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관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 ,
관을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표도

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연혁 임무 조직 장서 등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간, , ,
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2.

연 혁

o 문교부 소속 국립도서관으로 개관 소공동1945. 10. 15. : ( )
o 도서관법 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 변경1963. 10. 28. :
o 남산 회현동 으로 이전1974. 12. 2. : ( )
o 현 청사 신축 로 이전1988. 5. 28. : ( )
o 문화부로 소속 변경1991. 4. 8. :

임 무

국립중앙도서관의 임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국내 외 자료의 수집 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
o 각종 서지의 작성과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o 전산화를 통한 국가 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 총괄
o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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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서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직원 연수·

조 직

국립중앙도서관은 부 과 담당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분관을 별도로 운영2 6 1 ,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명이며 이중 명이 사서직이고 명은 지원 인. 221 , 118 , 103
력입니다.

장 서

월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약 만 책이며 관리에 따라 구분1998. 4 310 ,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책( : )
관리구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서 비도서 계

수량 천책 점( / ) 1,961 197 19 263 222 438 3,100
비 율(%) 63.3 6.3 0.6 8.5 7.2 14.1 100

주요업무3.

자료의 수집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주로 납본에 의하여 수집하며 고서 등 귀중자료는,
구입 또는 영인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교환. ,
수증 이외는 모두 구입에 의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보존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고서 등 귀중본은 포갑 배접 영인을 행하는 한편 마, , , ,
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는 동시에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보존서고의 수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존 서고동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는 도서관자료의 처리기법표준화를 위한 한국문헌자동, "
화목록형식 를 개발하여 전국도서관에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KORMARC)" ,
전국도서관소장자료 목록정보 를 수집하여 국가 화 하는 국가종합목록D/B D/B
구축사업은 그동안 약 만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개 공공도서관의DB 100 , 50
만 건의 목록정보 를 국가 화 할 계획입니다200 D/B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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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운영사업은 국내주요도서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목

록정보 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센터 공D/B
공도서관의 도입을 지원하고 도서관업무전산화 패키지 를 개Computer (KOLAS)
발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주요도서관의 본문 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D/B
하는 사업으로 차 년도인 작년에 국회도서관 등 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만, 1 5 52
면 의 본문 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만(page) D/B , 7 118
면의 를 구축할 계획입니다D/B .

국제교류

도서관의 국제교류업무는 자료교류와 인적교류가 있습니다만 자료교류로는,
현재 전세계 개국 개의 도서관 또는 연구소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하고 있92 291
으며 인적교류로는 작년부터 시작한 한 일 한 중 도서관인 상호방문 업무협의, · , · ,
와 아세안국가 고위사서초청 연수가 있습니다.

사서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의 각종 도서관이나 문

고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와 전망4.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식과 정보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가장 중요한 공급처인 도서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
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
관 자료의 수집 강화를 통한 자료의 확충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장서능

력 확대 및 과학적 보존처리 도서관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은 시급,
히 추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강화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작년 말부터 사태를 맞이하여 모든 부문에서 개혁이, IMF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혁은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의 동결 또는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 도서관도 국가기관으로서 이러한 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지 과제 즉 역할과 기능확대의 필요성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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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필요성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하나도 포.
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능률적인 구조조.
정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지 과제를 조화시켜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가야 할2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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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 비내관형 서비스와 도서관협력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내협력과장( )岡田三夫

머리말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내관 이용자 서비스와 비( )來館

내관형 서비스의 크게 두 흐름으로 하고 있다 내관이용자 서비스는( ) .非來館型

직접 도서관에 내관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지만 비내관형 서비스,
는 내관 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자료의 대출 우송복사 서비스 레퍼, ,
런스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오늘은 도서관간 자료대차 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협력이 주제이지만 이ILL( )
주제를 좀 더 약간 넓혀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비내관형 서비스에 관하여 현황

과 장래에의 전망을 보고하고자 한다.

비내관형 서비스와 도서관협력1.

국립국회도서관은 국가 중앙도서관으로서 널리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문

헌 정보에의 접근 제공을 하고 있고 내관 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내관이용자 서비스와 나란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직접 내관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용

자가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경유하여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방침을 택하고 있

고 전국 도서관에의 원조 협력활동의 충실에 노력해 왔다 이용자는 가장 가까, · .
운 도서관을 활용하고 그곳에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 아울러 그 도서

관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당관이 지원 도서관으로서 서비(back up)
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관의 비내관형 서비스는 도서관에서의 의.
뢰를 개인보다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방침은 년 기구개혁을 했을 때 밝. 1986
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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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의 서비스 체제2.

국내의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도서관협력부 국내협력과가 창구가 되어

관계부 국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
당관에서는 년부터 도서관간 대출을 년부터 우편우송복사서비스를1951 , 1963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용자 서비스는 내관형 이 중심이었고 도. 「 」

서관간 대출이나 우편 우송복사서비스 등은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로 간주하였

다 비내관형 서비스를 중시하게 된 것은 년 기구개혁 이후부터이다 이 기. 1986 .
구개혁으로 구연락부 를 도서관협력부로 개칭하여 국내협력과에 도서( )舊連絡部

관서비스계를 설치하고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한 개선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도서관에서의 대출 복사 레퍼런스 의뢰를 도서관 서비스계가 일원적으로, ,
취급 창구의 일원화( )
o 대도서관 전용 전화 설치( )對圖書館

o 팩스의 도입과 도서관 전용 신청서 사용
o 전자메일에 의한 신청 접수 문부성의 대학공동이용기관인 학술정보센터 종(
합 목록 네트워크 참가관에 대하여 년부터 실시(NACSIS-ILL) 1996 )
o 대출업무에 따른 수속의 간소화
o 신청 지역제한 폐기 도쿄시내에서 하는 의뢰도 접수 처리( · )
o 레퍼런스에서 도서관 경유 우선 처리 원칙

한편 도서관 서비스의 홍보 각종 도서관 등의 실무담당자와의 교류에도 노력,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협력 핸드북 도서관협력통신 을 전국 약. ,「 」 「 」

개 도서관에 배포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협력 세미나4,500 「 」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각 서비스의 현황3.

도서관간 대출 우송복사 서비스 레퍼런스 및 해외의 도서관 등에의 서비스에, ,
관하여 현황을 소개한다 자료 참조( )

도서관간 대출3.1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연구기관 국공립 조사연구기관 지방의회 도서, , ,
실 등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하고 있다 도서관간 대출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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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o 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제한자료 훼손 자료 간행연대가 오래된 자료: ( ( ) , ,劣化

참고도서류 를 제외한 도서이며 신문 잡지 특수자료는) , ,
포함되지 않는다.

o 대출책수 기관 책 이내: 1 10
o 대출기간 개월: 1
o 비용부담 대출시의 우송료는 당관이 부담 반납시의 우송료는 빌리는 도서: ,

관이 부담

대출자료는 손상 망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빌려간 도서관의 열람실에·
서 이용하는 것에 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도.
서를 빌리는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년도 현재 대출제도에. 1997
가입한 기관은 관 대출 책수는 총계 책 이었다2,354 , 13,408 .

우송복사 서비스3.2

도서관 경유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한 것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
관을 경유한 의뢰는 국내협력과가 접수처리하여 복사과에 송부한다 개인의 문.
서에 의한 의뢰는 복사과에 회부한다 한편 도서관 경유 우선 방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서관을 경유한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복사대상자료에.
제한은 없고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복사 접수를 하고 있다 다만 자료 보존상.
필요한 경우 전자식 복사를 금하고 전자식 복사를 대신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고 있다 표준적인 전자식 복사제품은 매 엔이며 우송복사서비스료에. 1 35
는 포장료와 우송료가 가산된다.
우송복사 서비스에 의한 복사 논문 수는 년도는 점 년도는1997 66,551 , 1996

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의뢰처로는 대학도서관 전문도61,679 ,
서관이 많다 우송복사 서비스가 비내관형 서비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
히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우송 복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제의 확립

이 과제로 되고 있다.

문서 및 전화 레퍼런스3.3

문서에 의한 레퍼런스는 각종 도서관이 소정의 신청용지로 의뢰한 것이고 국

내협력과가 창구이며 개인 단체의 의뢰는 전문자료부 참고과가 접수창구이다, · .
도서관에서의 의뢰 중 소장조사 이용안내 등은 도서관 서비스계가 처리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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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주제에 관한 레퍼런스는 전문자료부 등의 전문 각과가 회신을 작성한다.
한편 개인이 당관에 요구한 문서 레퍼런스에 관해서는 회신작성 시 다음부터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먼저 상담하고 그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도

서관을 통하여 당관에 레퍼런스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년도의 개인 및 도서관 등으로부터의 문서 레퍼런스의 처리 건수는1997
건이고 그 중 도서관에서의 의뢰는 건이었다 문서 레퍼런스의 종류52,078 38,940 .

별 내역으로는 소장조사가 많지만 인터넷이나 온라인 네트웍으로 조사한 다음

불확실한 것을 물어오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전화에 의한 레퍼런스 서비스는.
각종 도서관의 문의에 관하여 국내협력과의 전용전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 ·
단체의 문의에는 본관과 신관의 자료안내 카운터와 각 전문자료실에서 하고 있

다 전화 레퍼런스의 회답범위는 원칙적으로 이용안내 자료의 소장조사 등에 한. ,
하고 있다 년도의 전화 레퍼런스 건수는 건이었다. 1997 67,567 .

해외 도서관 등에의 서비스3.4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 해외의 여러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자

료의 대출 복사 레퍼런스의 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 .
년 기구개혁 이후 도서관협력부 국제협력과를 창구로 하고 있지만 국제 서1986

비스에 관해서도 국내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경유 쪽을 지향하고「 」

있다.

해외 도서관에의 도서 대출3.4.1
년 국제도서관연맹 의 국제대출제도에 정식으로 가맹함에 따라 같1960 , (IFLA)

은 해부터 해외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해왔다 대출에 대해서는.
국내의 도서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책수는 기관 책 기관은 개월로1 10 , 1
하고 자료의 송부는 항공서류편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의 발송비용은 당관이 부, .
담하고 반납 비용은 의뢰관이 부담하고 있다 년도에는 개국 개 기관에. 1997 24 70
대하여 책을 대출하고 있다343 .

우송복사 서비스3.4.2
복사 서비스는 형편상 대출이 불가능할 때 대체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
나 복사기의 보급 발전에 따라 대출에 대신하여 해외 도서관 등에의 문헌제공·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금은 복사요금 포장료 항공우송료 환전수수료. , , ,
이다 해외로부터 요청된 복사에 의한 문헌 정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
합리적인 요금지불 징수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복사 서비스의 중점 검토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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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년도는 건의 의뢰를 처리하였고 건의 복사물을 작성하. 1997 2,677 , 1,562
였다.
한편 한국에서의 의뢰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년도에는 건을 접1997 305
수 처리하였다

레퍼런스 서비스3.4.3
해외에서의 레퍼런스는 국제협력과가 창구가 되어 내용에 따라 전문 자료「 」

각 과 실에 회부하고 그 후 국제협력과가 영어로 번역하여 회신하고 있다 문의, .
내용은 대부분 일본인 또는 일본 문헌에 관한 것이다 년도에 조사 회신한. 1997
레퍼런스 건수는 건이다140 .

이후의 비내관형 서비스 취지4.

국립국회도서관이 하고 있는 비내관형 서비스의 개략은 이상과 같다 지금까.
지 내관이 용자 서비스 중심의 운영에서 직접 내관할 수 없는 먼 거리의 이용자

에 대해서도 도서관을 통하여 균등하게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착실한 방향 전

환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두 가.
지 사업은 앞으로 당관의 비내관형 서비스 본연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 사업4.1

하나는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시작된 종합목록 네트워크 사업이다 통산성의.
특별인가 법인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 와의 공동실험에 의해 구축하였다(IPA) .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도서관상호대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지정

보 네트워크로 현재 도서관 및 대도시의 시립도서관 개관이43都道府縣立․ ․ ․
참가하고 개의 도서관이 소장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지 데이터 건수26 (
약 만건 참가 도서관 대부분은 현재 형성 또는 형성되고 있는 공공도서1,200 ). ,
관의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고 있는 도서관이다.

년에 이 실험사업이 개시되기까지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상1995 ,
호대차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지적 도구가 없었다 금년부터 당관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종합목록 네트워크에서는 상호대차지원기.
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참가도서관간의 상호대차의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당관이 전국 수준에서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에 적절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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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워지고 공공도서관의 당관에 대한 기대도 지금까지보다 높아(back up)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도서관4.2

두 번째로는 전자도서관에의 대책이다 년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국립국. 2002
회도서관 관서관 가칭 은 그 기본 기능으로서 문헌 및 문헌정보의 발신을 말할( )
수 있다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에 오지 않고서도 자택 직장. , ,
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근래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
을 열고 있다 관서관 은 도쿄의 국립국회도서관 현재 시설과 하나가 되. ( )關西館

어 세기에는 전자도서관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립21 ,
국회도서관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충실한 비내관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도서관의 시대가 되더라도 도서관이 협력해가면서 이용

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고 하는 도서관 기본적 서비스의 본연

의 형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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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서비스圖書館

1. 圖書館間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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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複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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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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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간 상호대차 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ILL)
네트워크에 관하여

최 정 소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행정사무관( )

서 론1.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정

보서비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폭발.
적인 증가와 인적 물적 자원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개별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전문성 있게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서관은 정보의 제공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

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41「 」

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의 작성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등을 통하여, ,
자원을 공동활용 하기 위한 도서관협력 활동을 추구해 왔다.
오늘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하여라는 주제' '
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협력 현황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도서관 협력활동 현황2.

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이른바 정보선진국들이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1970
기 시작하는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도서관간 정보처리기술 물적 인적 자원의, , ·
격차 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상호대차 등과 같은 도서관간 협력활동을 전개하

기 시작하였다.
도서관간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활동의 효시는 년 국1967
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소재 일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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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한 도서관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이라 하겠다' ' .
그러나 이 협정은 당시 참여 도서관별 장서구성의 격차와 인식부족 등의 이유

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도서관 각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자원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현·
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도서관 등에의 서비스1)
국내도서관 등에 대한 서비스업무는 열람관리부 열람봉사과의 정보봉사실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기관대출은 년 우편복사서비스는 년부터 시행, 1969 , 1996
하고 있으나 내관서비스의 보완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서관자료의 대출서비스는.
기관 단체에만 해당되고 개인에게는 복사 및 서비스만 시행하며 서비스 비FAX ,
용부담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① 도서관 등에의 기관대출은 귀중도서 등을 제외한 일반자료 중 복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당 책의 범위 내에서 일간 대출해주되 양서 일서1 10 30 , · ·
중국서는 복본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한다 년도 대출책수 책 대('97 8,256 ).
출자료의 망실 훼손 시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복제는 저작권과 관· ,
련하여 자관의 자료보존용이나 조사 연구목적을 위한 부분복제 외에는 인,
정하지 않는다.

② 우편복사서비스는 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 제공하고 우리도서관과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이용자는 내관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복사서비스는 회. 1 5
책 이내로서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단행본은 책당 까지이나 도서관소1/3
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전권 복사가 가능하고 년도 복사건수 건('97 3,245 ),
표준적인 전자복사 제품은 쪽당 원으로 우송료가 별도 가산된다1 50 .

③ 문서 팩스 및 전화 등에 의한 레퍼런스 서비스는 주로 소장자료문의 이( ) ,
용안내에 대한 상담 등이며 서비스의 범위는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 년. '97
도 레퍼런스 처리건수는 건으로 이 가운데 문서 팩스를 이용 서식96,941 ( ,
에 제한 없음 에 의한 서비스건수는 건으로 미만이다) 1,452 2% .

외국도서관 등에의 서비스2)
우리 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년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에서1974 (IFLA)
채택된 상호대차원칙에 따라 외국의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문헌정보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이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외국자료의 이. ,
용을 원할 때에는 외국의 소장기관에 요청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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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쪽이든 서비스의 제공형태는 복사서 비스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국에서 요청해 오는 자료는 대부분 국내발간 학술잡지기사 및 한국관련자료

들이며 년에 처리건수는 개국의 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홍콩 일본, 1997 19 119 . · ·
순이었다.
또한 외국에서 요청해 온 레퍼런스 서비스 역시 한국문헌이나 한국관련주제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외국도서관 등에 대한 서비스업무는 지원협력.
과를 창구로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3.

시스템 체계 및 기능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에 의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 」

관을 정점으로 전국의 시 도를 협력사업 시행 단위로 하는 지역별 공공도서관협·
력망을 말하며 이는 년도에 구성되어 도서관간 소장자료의 상호대차 등을, 1997
비롯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별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광역 시 및 도별로 개관씩 중' ' , · 1
앙관이 지정하는 지역대표관을 두어 당해 시 도의 지역정보센타 역할을 담당' ' ·
하고 있다 시 도 산하 모든 단위도서관을 지역대표관에 연결하는 한편 도서관. · ,
간의 거리 장서구성의 차이 등에 따라 권역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표관과,
단위도서관간의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지방대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 .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수행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의 도서관협력망 운영을 통할하고 각,
지역별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과 조정 지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o 매년 월말까지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에3 「 」

중점적으로 시행할 도서관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대표관에 통

보하고 각 시 도에서는 중앙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
하여 협력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o 도서관 자료의 처리기법 표준화를 위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을 개발 전국도서관에 보급 적용율(KORMARC) , ( 90%),」

o 전국도서관 소장자료의 자체목록정보 를 수집 국가문헌종합목록데D/B , 「
이터베이스 구축과,」

o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해 시 도 지역 정보센타에 전(KOLIS-NET) ·
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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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서관업무전산화 패키지 를 개발 전국도서관에 보급(KOLAS) ,
o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신착자료의 일부를 전국 공공도서관에 지원

함으로써 단위 도서관들의 장서확충에 크게 도움을 줌.
② 각 시 도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지역 도서관· ' '
협력망을 통할하며 이를 위해 그 지역의 모든 도서관장이 참여하는 지, 「

역별도서관협력망회의 를 구성하여 자료의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

정체결과 협력사업의 개발 및 시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③ 지방대표관은 지역대표관의 지도를 받아 소관협력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도서관과 지역대표관 간의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단위도서관은 자료의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의 실제 수행기관으

로서 각 도서관별로 자체규정 자료이용 및 대출규정 등 과 중앙관의 협력( )
사업 이행지침에 따라 상호대차 분담수서 등 단위도서관 상호간에 협력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특성화 추진2)
정보공유의 철학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공동 수서를 통

한 장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배분.
과 조정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공동수서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 등 공공도서관간 협력업무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별로 소장자료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 계획 하에 개 시 도 도서관협력망 회의를 개최하고 별표 도서. 16 · II] '」

관별 분담수서 이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① 모든 참여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을 특성화할 수 있는 특정주제 관 주제(1 1
원칙 를 지정하여) ,

② 매년 자료구입비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정 주제의 자료구입에 배분하여 집

중수서 하도록 하고,
③ 지정자료 구입은 지역대표관에 의한 일괄구매 또는 단위도서관별 개별구매

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④ 본 분담수서는 시 도를 단위로 지역대표관 관장의 책임 하에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금년 월과 월 개월간에 걸쳐 모든 참가도서관 별로 특성화7 8 2
할 주제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년부터 지정된 주제에 따라 분담수서가 일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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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행되면 도서관별 자료의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
에 따라 앞으로 자료의 상호 대차 등 공공도서관간 협력활동에 일대 전기를 맞

이하게 될 것으로 본다.

결 론4.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서관간 상호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도서관협력의 과제는.
도서관간의 협력활동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서관간 정보의 상호교환 및 제공을 위해서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문제 각 도서관 소장자료의 영세성과 유사성 대 소규모 도서관간의 장서의 불, , ·
균등 핵심 장서의 중복구입 장서의 분실 및 파기 정보검색의 표준화와 같은, , ,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도서관간 상호협력의 장점만을 최대한 활용하,
여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전국에 소재되어 있는 자료를 신속하고 용이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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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도서관협력망 구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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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Ⅱ
분담수서 이행지침

분담수서 목적①

o 도서관별 자료의 특성화 및 중복구입을 지양함으로서 도서관업무의 효율

성과 예산 절감 및 장서 확충의 배가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분담수서 시행단위②

o 분담수서는 시 도지역을 단위로 지역대표관장 책임하에 시행한다 단 도· . ,
서관간의 거리차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권역별로 시행할 수 있다.
분담수서 주제지정③

o 지역대표관장이 지역별 도서관협력망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산하지역 도

서관별로 특성화 할 자료의 주제를 지정한다.
o 도서관별 분담수서의 주제는 개관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1 1 .
o 도서관별 분담수서의 주제분류 단위는 유 또는 강 을 원칙으로 한( ) ( )類 綱

다

분담수서 예산④

o 분담수서 예산은 도서관별 연간 자료구입비의 일정율을 지역대표관장이

지역별 도서관협력망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o 연간자료구입비에 대한 분담수서 예산비율은 당해지역 모든 도서관에 동

일비율을 적용한다.
분담수서 절차⑤

o 단위도서관장은 분담수서의 주제와 예산비율에 따라 당해년도의 분담수"
서 계획서 주제 예산 목록 구입방법 등 를 작성하여 매년 월말까지( , , , )" 3
지역대표관장에게 제출한다.
o 지역대표관장은 단위도서관장이 제출한 분담수서계획서를 종합하여 지역

별 도서관 협력망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의 도서관별 분담수서 계

획서를 확정한다.
구매방법⑥

o 확정된 당해년도의 도서관별 분담수서 계획에 대한 구매는 지역대표관에

의한 일괄구매와 단위도서관별 개별구매 방법중 지역대표관장이 지역별

도서관협력망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분담수서 시행시기 년도부터 시행 한다: 99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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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대책과

마이크로필름 제작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자료보존과 과장보( )澁谷正雄

서 론1.

국립국회도서관은 년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법정1948 .
납본제도에 의해 국내에서 간행되는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널리 수집하고 그것

들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국민의 문화유산으로서 축적하여 후세에 전하

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소장자료는 구 제국도서관의 장서를 인계했기 때문에.
에도시대부터 명치 대정 소화 그리고 현재까지 간행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한· ·
다 재료의 경우 에도시대에 간행된 자료는 명치시대에는 가 사용되었. ,和紙 洋紙

다 그후 종이자료 외에 필름 자기매체 음반 광매체 등 다양한 미디아가 등장. , , ,
하였다 주요 자료의 소장수는 자료 첨부 과 같다. 1( ) .

자료보존 프로그램2.

년대 초부터 소위 산성지 문제가 국내에 소개되어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1980
이 급속히 높아졌다 자료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료는 훼손된다 자. .
료를 보존하는 것은 파손된 자료를 보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을 포함한 광

의의 적극적인 자료보존활동이 필요하다 낱권 처리 외에 대량의 자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유효하다 또 이용과 보존이 대립관계에서 양립하는 관.
계로 의식이 변화했다 자료보존은 한 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
서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자료보존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 발전해 왔다 자료보존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년 도서관의· . 1986
전반적인 기구개혁과 함께 수집부에 자료보존대책실이 신설되고 동시에 제본과,
가 자료보존과로 개칭되었다 과 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새로운 자료보존. 室 課

활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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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대책실【 】

년에 신설된 자료보존대책실은 년 국제도서관연맹 보존핵심1986 1989 (IFLA)
프로그램 아시아지역센터로 지정되었다 다음해 자료보존분야에서의 정보제공. ,
기술원조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보존활동 장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
보존협력 프로그램을 책정하였다.
자료보존대책실은 자료보존정책의 입안 마이크로필름 제작계획의 책(1) , (2)
정 보존협력 프로그램에 기초한 협력사업을 주업무로 한다 자료보존실은, (3) .
실장 명 실원 명 그리고 사무국인 자료보존과 직원 명으로 구성된다 자료1 , 18 , 4 .
보존부국과 그 외 자료보존 관계자가 겸직으로 발령받는다 자료보존대책실내에.
는 운영반 명 산성지반 명 마이크로반 명 방재계획반 명 홈페이지반(6 ), (6 ), (5 ), (5 ), (6
명 을 설치하여 각자 업무를 수행한다) .
전 실원이 출석하는 자료보존대책실회의는 통상 연 회 개최하는데 자료보존1 ,
대책실의 전년도 활동보고와 신년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도서.
관계 출판계 일본도서관협회 자료보존위원회 그 외 자료보존분야 전문가 명, , , 15
으로 구성된 자료보존간담회를 조직하여 자료보존대책실의 활동에 대하여 의견

을 청취하고 있다.

자료보존과【 】

자료보존과의 전신인 제본과 시절에는 파손된 자료를 복구하는 것이 주된 업

무였다 자료보존에 관한 활동을 종합적이면서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년 조직개편으로 자료보존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다음과, 1986 ,
같이 개의 계로 구성된다4 .

보존기획계 사무직 명( 4 )①

ㆍ 자료보관부국과 협의하여 수리 제본의 연간계획을 수립,
ㆍ 자료보관부국과의 창구로서 자료보존과의 업무추진 자료의 인수인계에,
따르는 업무수행 및 제본 검수

ㆍ 자료보존대책실의 사무 관장

양장제본 제 계 기술직 명1 ( 7 )②

ㆍ 명치시대 이후에 출판된 양장본 수리 및 그에 관한 기술적 연구 수행

ㆍ 당관이 소장하는 일서 서양서 약 만 책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자, 688 .
료 이용률이 높아 파손이 심하다 또한 오래되어 부스러지기 쉬워진 종이. ,
산성지로 인한 훼손 복사와 소프트 제본으로 인한 파손이 복잡하게 얽혀,
연간 약 책을 수리하고 있다4000 .
양장제본 제 계 기술직 명2 (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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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가죽장정본을 중심으로 서양 고서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기술적 연구 수행

ㆍ 도서를 구성하는 가죽 종이 실 등이 오래되어 훼손되어 원형 복원을 위하· · ,
여 한점 한점 수작업에 의한 수리를 한다.

ㆍ 자료 및 서양 귀중서의 단계적 보존을 위한 처리를 한다.蘭書

화장제본계 기술직 명( 4 )④

ㆍ 주로 에도시대에 간행된 약 만여 책과 근대정치관계 문서류 낱35 ,和裝本

장지도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수행

ㆍ 화장본은 양장본처럼 산성으로 인한 훼손은 없지만 책벌레가 특히 많다.
ㆍ 수리는 수작업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로 하고 때로 섬유보충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료보존대책3.

도서관의 자료보존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이다 동시에 일본 유일의 납본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은 이들 자료를 국.
민의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전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보존환경의 정비 보. ,
수 수리 마이크로필름 제작 교육홍보활동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 주· , , .
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관환경①

당관의 장서는 참고도서실 전문자료실 내의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폐가식서·
고에 비치되어 있다 본관서고는 년에 완성되었으며 밀폐식의 지상 층. 1968 , 12 ,
지하 층 층이 층에 해당 으로 구성된다 연면적 만 소장능력 만 책으5 (2 1 ) . 3.2 , 450㎡

로 주로 일서와 양서가 소장된다 신관서고는 년에 완성되었으며 층의 지, . 1986 , 8
하서고로 이루어졌다 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지상에서 지하 층까지 자연광. 8光庭

을 끌어들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연면적 만 소장능력 만 책으로 주. 4.6 , 750 ,㎡

로 일서 양서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한다, .

온도 습도·【 】

적정 온습도는 자료보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다 당관의 서고는 온도. 2
습도 로 설정된다 이것은 종이자료를 배려한 설정이다 자기자료 음2 , 55% . . ,℃

반 등 종이 이외의 자료는 각각 최적의 온습도가 있지만 당관에서는 종이, CD ,
자료와 똑같은 공조 하에 보관한다 단 마스타네가필름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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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빛【 】

빛 특히 자외선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료를 퇴색 변색시키는 힘이 강하므·
로 가능한 한 빛을 받지 않도록 한다 조명은 자외선 방지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관의 일반서고는 보통의 형광등을 사용한다 또 필요없는 조명.
은 꺼야 한다 신관서고는 자동점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본관서고는 수동스.
위치가 있어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도서실과 전문자료실 열람실 내의 자료를 자연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는 자외선 방지용 창문 유리로 바꾸기도 하고 자외선방지 필름을 창문에 붙이

는 것도 좋다 당관에서는 일반자료실의 창문에 자외선방지 필름을 붙인다 또한. .
대부분의 자료실은 건물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자연광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먼지 검댕 대기오염물질· ·【 】

필타와 전기적 방법에 의해 먼지 검댕 등의 부유성 먼지를 제거한다 나, .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제거하지 못한다 먼지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쌓이SOx .

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서고내 청소를 한다.

벌레 곰팡이·【 】

현재의 공조 조건에서는 벌레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부적절한 환.
경에 있던 자료를 받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자료는 철저히 조사.
하여 벌레의 똥이나 잔해가 있으면 살아있는 벌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
약 벌레가 있으면 훈증처리를 한다 건물의 약제살포에 의한 충해제거는 사무실.
을 중심으로 하고 서고내는 하지 않는다.

귀중서고와 마이크로서고【 】

귀중서를 보관하는 귀중서고와 마이크로필름을 보관하는 마이크로서고는 신관

서고의 한 쪽에 특별히 설치되어 있다 귀중서고에는 목재서가를 설치하여 자료.
를 보관하며 조명은 자외선 방지용 형광등을 사용한다 또한 일반서고로부터 먼, .
지나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기압을 약간 높게 설정한다 출입구를 설치해 입.
고자를 관리하고 제한한다 마이크로서고의 공조는 일반서고와는 독립적으로 하.
여 네가필름 보관에 적당한 의 온도와 의 습도를 유지한다, 1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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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지 대책②

명치시대 이후 공업 생산된 의 대부분은 산성지이며 당관의 양장본 대부,洋紙

분은 이에 해당한다 년 훼손상태 조사에 의하면 구미 의 도서관처럼. 1983 ( )歐美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산성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이미 간행된 산성지 자료에 대한 대책이다 산성지 자료는 탈산처리를, .
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당관에서는 지금까지 구미에서 개발된 대량탈산.
처리법을 조사해 왔는데 근년에 이르러 일본에서도 동경농공대학에서 대량탈산,
처리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산화에칠렌가스와 건조암모니아가스를 이용한.

으로서 자료의 수명을 배 연장 시킨다고 한다 금년 가을에 민간업자3-5 .氣相法

에 의해 사업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당관의 산성지 대책은 보관환경의 정비와.
마이크로필름 제작이었지만 구체적으로 탈산처리에 대하여 검토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또 하나는 앞으로 간행될 자료에 대한 대책이다 중성지 사용 권장 이라는. 「 」

팜플렛을 작성 배포하고 제지업계 출판업계에 중성지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아· · .
울러 신간서의 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현재 민간 출판물의 약pH

관청 간행물의 가 중성지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80%, 50% .

처리 수리-③

도서관자료는 이용으로 인한 훼손에서 시간 경과로 인한 훼손에 이르기 까지

때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훼손을 발생시킨다 수리는 훼손의.
정도 이용빈도 대체자료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처리를 하도, ,
록 한다.
수리는 다음의 가지 점을 배려해서 한다4 .

수리로 인해 자료를 파괴하지 않는다 원상태를 존중한다(1) . .
수리를 했다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가역적인 수리를 한다(2) .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중성지 생면호 등 자료에 안전한 것(3) , , ( )和紙 生 糊

을 사용한다.
수리 전의 상태와 수리방법을 기록한다 자료에 따라서는 사진촬영을 한(4) .
다.

그러나 이용빈도가 높은 참고도서와 근래 간행된 자료는 사용에 견딜 수 있도

록 수리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 자료는 파손되는 수량도 많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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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록은 하지 않는다.

단계적 보존 처리④

자료의 처리는 낱권 수리도 중요하지만 대량의 훼손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 보존 처리가 유효하다 이것은 자료군을 대상으로 먼저 자. (1)
료의 점검과 기록 클리닝 필요시 보존상자에 수납하는 최소한의 수리를, (2) , (3)
실시 자료의 보존상태 파악과 함께 보존상태의 전체적인 레벨 업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그후 보존기록을 근거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료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의 처리를 한다.
당관에서는 에도막부가 네덜란드를 통해 수집한 자료군 약 책( ) 3,600蘭書資料

에 대해 년 월부터 년 월에 걸쳐 단계적 보존 처리 제 단계를 실시1991 7 1994 10 1
하였으며 현재 서양 귀중서를 대상으로 이전 처리를 한다, .

합철제본⑤

잡지나 신문 등의 축차간행물은 출납업무 장서관리 자료보존을 위하여 합철, ,
제본을 한다 현재 축차간행물 약 만 천 타이틀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반. 15 7 ,
수인 만 천 타이틀이 계속 입수 중에 있는데 연간 약 만 천 책을 합철제본7 5 , 6 7
한다 합철제본은 파손자료의 수리와 비교해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외.
부업자에게 위탁한다 제본은 통상 하드 카바의 양장본으로 하지만 제본이 필요. ,
한 책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제본적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년. 1994
간이제본을 도입해 두 가지 방법의 제본을 병행하여 제본 책 수를 늘리고 제본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년에는 축차간행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책등. 1995
잡지명 권호 연월 청구기호 등 을 라벨로 자동 출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 , , , )
본 업무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전시와 보존⑥

전시는 자료보존 차원에서 부적절한 환경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전시회 개.
최에 즈음해서 준비부터 종료까지 자료보존과 직원이 참여하여 보존의 관점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다 온습도의 확인 조명 설정 자료의 배치 보조도구에 의. , , ,
한 처리 등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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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제작4.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면서 이용도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료는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어 보존비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 외에 마이크로필름 제작으로 미소장자료를 수집하,
기도 한다.
자료보존대책실은 자료보존부국으로부터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에 대한 요구를

집약하여 연간계획을 세운다 주된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서들 고적자료 지도류 정치사료(1) - , ,
산성지로 인한 훼손이 현저한 자료 명치기 간행도서(2) -
손상되기 쉬운 자료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들 명치기 이후의(3) , -

국내잡지 신문류 차 대전· 2
전후의 도서류

미소장자료 명치초기 법령집 등(4) -

한편 신문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은 상기 외에 이용으로 인한 파손으로부터, (3)
원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근간분에 대해서 년에 년 발행분부터 시작했, 1952 1951
다 그후 일본신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 신문사로부터 최우량지질을 제공받.
아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한다 종수는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쳐 종이고 연간 약. 58 ,
만 코마를 촬영한다 마스터네가필름을 위탁 받아 포지티브필름을 본 작성하70 . , 3

여 일본신문협회 각신문사 당관의 이용용으로 각각 본씩 보존한다 마이크로, , 1 .
필름으로 제작된 경우 원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안되며 이용은 필름으로 한,
다 마이크로필름의 네가는 마스터 필름으로서 신관 지하서고 층의 마이크로서. 7
고에 보관한다 마스터필름의 소재정보를 수집해 공개함으로써 마이크로필름 제.
작사업의 중복을 피해 마이크로자료의 공유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는 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목록 네트워크 시스템에 마이크로필름의1998
소재지 정보를 싣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당관은 마이크로필름 제작 이외에 전자 미디어로의 변환도 실험적으로 해 나

가면서 데이터 축적도 진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 보고서 국립국회도. 田實 「

서관의 전자도서관 관련 프로젝트 및 전자도서관 구상 에 위임하였다 마이크.」

로필름 제작과 전자화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보존성 및 기기 환경을 고려하여 현

재처럼 보존을 위한 미디어 변환은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최선의 방법이며 보, , 「
존은 마이크로 필름 이용은 전자화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 주변의, .」

하드 소프트의 환경이 발전하여 보존상 기기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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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고하게 될지 모른다.

자료보존대책실의 활동5.

보존협력프로그램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광고프로그램①

자료보존 심포지엄은 년에 제 회를 개최하고 이후 거의 매년 개최한다1991 1 , .
그때마다 관심이 높거나 혹은 관심을 일으키고 싶은 주제와 기본적인 주제를 채

택해 널리 도서관계에 참가를 호소한다 참가자는 매회마다 명 전후 자료. 200 ( 2)
보존포럼은 보다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로서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한다 참가자는 명 전후 자료 이며 또한 자료보존에 관한 팜플렛 자료. 50 ( 3) (
을 작성 배포해 왔는데 홈페이지에 의한 광고에 대해서 홈페이지반을 중심으4) ·

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 연수·②

당관에서는 보존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연수생을 받거나 자료 당관 전문직원( 5)
을 파견한다 자료 아래의 연수를 제외하고는 특히 정기적인 연수코스는 설정.( 6)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대응한다. .

자료보존연수【 】

공공 대학도서관에의 앙케이트 조사를 비롯하여 당관에 대해 자료보존에 관한·
연수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각종 도서관에 재직중.
인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보존연수를 정기적 연 회 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 ) .

년에 제 회를 개최하여 자료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관한 강의 수리1997 1 ,
작업의 견학 간단한 보수기술과 보존상자 제작을 보인다 이번에 모집정원보다, .
응모자가 많아 새삼스레 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조사활동③

년에 공공도서관 개관 대학도서관 개관을 대상으로 수장공간 보존1992 70 , 116 ,
방침 제본 수리체제 마이크로필름 제작 보관환경 당관에 대한 요망 등에 대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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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또한 년에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을 위한 조사에. 1995 「 」

협력을 했다.

신간서의 조사pH【 】

산성지 대책의 하나로 중성지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도서관계,
출판업계 제지업계 등에 중성지의 보급작용을 해 왔다 년에 산성지반을 중, . 1986
심으로 제 회의 조사를 한 후 매년 조사를 계속하였다 전년도 년간 간행된1 . 1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본문 종이의 를 조사하였다 중성지 사용률은 당초pH .
의 에서 년 후인 년에는 에 달했다 그 내역을 보면 민간 출44.5% 10 1995 75.3% .
판물은 대략 로 안정되어 있으나 관청 간행물은 중성지 사용률이 낮은 경향80%
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년부터는 관청 간행물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하였. 1996
다 관청 간행물의 중성지 사용률은 년의 에서 년 작년에는. 1996 35.4% 1997

로 상승했다50.2% .
한편 구미에서는 중성지보다 보전성이 우수한 퍼머넌트 페이퍼 내구용지 가( )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 퍼머넌트 페이퍼 사용에 대.
한 이해를 관계각처에 구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금년 월 명의 참가자를. 3 193
받아 퍼머넌트 페이퍼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존정보 서비스④

국내외에서의 자료보존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레퍼런스 서비스 교육용 시청각· , ,
자료 대출을 한다.

재해대책⑤

홍수 화재 지진 등에 의한 재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매우· ·
큰 피해를 가져온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점검 등을 해서.
대비하면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빠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관에서는 총무부 관리과 주최로 연. 1
회 전관 규모로 인명구조에 주안을 둔 소방훈련을 한다 자료보존대책실에서는.
방재계획반을 중심으로 인명 및 장서의 구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재계획을 입

안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검토하는 중이다 먼저 영국공문서관의 매뉴얼을 번역, .
해서 참고자료로 하고 금년 월에는 소화설비에 대해 포럼도 개최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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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6.

첫번째는 인적자원의 문제이다 기술직의 고령화로 퇴직자가 가까운 몇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숙련자가 가진 기술을 빠짐없이 젊은이에게 계승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든다 또 기술직은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자료보존 전체에 통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를 육성한다.
두번째는 자료의 문제이다 이용에 따라 생기는 파손자료 오래되면 부스러지. ,
는 자료 대량으로 안고 있는 산성지 자료 더욱이 종이 이후로 나타난 형상 재, , ·
질이 모두 다양한 미디어 자료 이러한 자료에 대해 한정된 인원 예산으로 창, ,
의 연구를 집중시켜 이제까지 보다 더욱 효과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특히 전자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서로 점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극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세번째는 보존 협력의 문제이다 자료보존대책실은 국내외 도서관에 대해 자.
료보존 심포지엄 연수생의 접수 전문직원의 파견 광고 팜플렛 등의 활동을 해, , ,
왔다 내년 보존협력 프로그램 책정 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이제까지의 활동을. 10
총괄하고 당관에 대해 무엇이 요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존협력프로그램,
을 재구축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년 관서관 개관 후의 동경 본관과 관서. 2002
관의 역할분담 협력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젼을 그리는 일이 시급하다, .

자 료< >

주요 장서수 년 월 일 현재1. (1998 3 31 )

도서관자료의 종류 자 료 수

책        ( )和 漢 書 4,804,734
서 양 서 책        ( ) 2,079,650
박 사 논 문 인문   ( )    328,781
문 서 류 점        ( )    238,225
지 도 매           ( )   402,667
지 도 책 자 책      ( )     28,744
포 스 타 매        ( )    28,649
신문절취자료 점( ) 2,009,226
점 자 자 료 책      ( )    14,659
마이크로 필름 권( )    24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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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의 종류 자 료 수

마이크로 휘시 매( ) 6,129,153
비디오 디스크 매( )     15,620
레 코 드 매          ( )    432,458
광 디 스 크 매        ( )       6,665

국내축차간행물 잡지 타이틀수( ) ( )     98,466
국내축차간행물 신문 타이틀수( ) ( )       6,590
외국축차간행물 잡지 타이틀수( ) ( )     50,432
외국축차간행물 신문 타이틀수( ) ( )       1,456

자료보존 심포지움2.

제 회 장서의 위기와 그 대책1 1990「 」

제 회 신문의 보존과 이용2 1991「 」

제 회 보존을 위한 협력 일본에서 세계에서3 - , 1992「 」

제 회 자료보존과 미디어의 변환 마이크로폼화를 중심으로4 - 1993「 」

제 회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에 관하여 현상과 전망5 - 1994「 」

제 회 컨서베이션 의 현재 자료보존 수리기술을 어떻게 활용6 (conservation) -「

할 것인가 1995」

제 회 보존환경을 정한다 심한 기후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료를 어떻게7 - ,「

지킬 것인가 1995」

제 회 종이 미래에 전한다8 ! 1998「 」

제 회 전자 정보의 보존 그 현상과 과제 예정9 - 1998( )「 」

보존 포럼3.

제 회 종이의 훼손과 탈산의 효고에 대하여1 1990「 」

제 회 새로운 대량 보존 시스템 사의 탈산 종이강화법2 - FMC · 1991「 」

제 회 대량탈산기술의 새로운 전개 미국의회도서관으로부터의 보고3 -「 」

1991
제 회 마이크로필름의 보관 보존4 · 1992「 」

제 회 자료보존 지금까지의 과제 이후의 과제5 - , 1992「 」

제 회 대량탈산 법에 대하여 카나다국립도서관 국립공문서관에 있6 Weit'o - ,「

어서의 실적으로부터 1993」

제 회 대량탈산처리시스템의 현재 세계의 도서관으로부터7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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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귀중서 등을 위한 서고 환경에 대하여8 1994「 」

제 회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의 자료보존활동에 대하여9 1996「 」

제 회 재생지의 이용과 자료보존10 1997「 」

제 회 만일의 경우 어떻게 끄나 도서관 문서관에 있어서 소화설비11 ? - ·「 」

1998

주요한 연수생의 연수4.

년 말레이시아국립공문서관 전문관1990
년 호주국립도서관 보존과장1991
년 타이 사이암협회 도서관장1992 ·
년 캄바웰 미술대학 보존과학 석사학부 학생1993
년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납본보존센터 주초본 정리과장 및 스리랑카국1996
립도서관 자료보존과장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직원

년 타이페이성 문헌위원회 직원 국제협력사업단 해외협력대 대원 파견지1997 (
모로코: )

년 영국의 보존수리가1998

해외 각지에 당관 전문직원 파견5.

년 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 자료보존지도1991 ( )
년 영국 오크스훼도대학 보들리안도서관 의 수리기술지도1992 ( )和裝本

년 인도네시아 스라 카르타 소로왕궁도서관 기술지도1994 · ( )
년 몽골국립도서관 보존상태 조사1996 ( )
이집트 국립도서 공문서관 자료보존에 대한 강의와 기술지도· ( )

년 미얀마대학중앙도서관 등 개 기관 보존상태 조사1997 7 ( )
년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주최 자료보존 강연회1998

홍보용 팜프레트6.

현재와 미래의 독자를 위하여 1990「 」

중성지 사용의 바람 1993「 」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위한 기초지식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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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현황과 대책

이 동 호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사서사무관( )

서 론1.

국가문헌은 국민의 지적재산일 뿐아니라 인류의 기억과 지식의 총화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지닌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판 또는 제작되는 도서관 자료 각 부를 납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 받2 ( 17 )
아 보존하는 일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
가치있는 많은 국가문헌들이 지질의 산성화 자연재해 부적합한 보존환경으로, ,
인하여 심각한 열화상태를 보여 황변화되고 있는 등 산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러,
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년도 채 못되어 열화붕괴됨으로써 지적 문화유산의100
전승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영구보존을 위한 종합적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장자료의 훼손실태 및 산성화정도 등 자료의 보존실태를 체

계적으로 분석 조사 연구하고 보존관리기법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
이러한 때에 한 일 양국이 자료보존문제에 대하여 업무교류를 하게 된 것은 매·
우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료보존사업의 현황2.

자료보존사업내용2.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기록문화유산의 전승 자료,
보존 전문 인력의 양성과 보존시설이 완비된 자료복원센터 설립은 물론 국내 외·
도서관의 상호기술 교류를 통한 기록문화유산 보존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데 목

표를 설정하여 국가문헌보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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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서 비도서자료의 열화 훼손실태분석·

도서 비도서자료의 자료별 훼손유형 산화정도 황변화정도를 현미경 분석하고· , , ,
산성화 테스트를 통하여 열화상태를 분석하는 한편 분석자료를 근거로 자료(pH) ,
의 복원방법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년에 단계 기초조사를 마친바 있다1997 1

o 서고보존환경 설비시설의 확충

온 습도 빛 해충 미생물 먼지 유해가스 등 자료의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 , , , , ,
종 요인에 대비하여 보존환경설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차적으로 개 서고1 7
에 항온항습 시설을 완료하고 방충제 등 약품처리를 포함 연중 회의 방충소독6
을 실시하고 있다.

o 원본자료의 매체변환

소장하고 있는 많은 기록자료들이 저지질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에는 낱장

이 부스러지고 변색되는 등 그 열화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헌의. '
과학적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귀중서 등 가치있는 원본자료의 영구보존과'
저지질자료의 내용보호를 위하여 원문정보의 디지털화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복사영인 등 장기적 계획하에 매체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 자료보존전문인력 양성

과학적 자료보존을 위해서는 자료의 탈산성화 연구 복원기술의 개발 등 고도,
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여 장 단기 해외연수 교육을 추진·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보존시설 현황2.2

도서관에 있어 보존환경은 자료의 보존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다 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자료의 열화를 촉진시키고 고온다습은 곰팡이. · ,
등 미생물 서식의 최적환경이며 자외선을 방출하는 형광등의 사용은 자료의 색,
상을 변색 내구력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에, .
서는 자료별 보존조건에 필요한 설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소장자료는 단행본 동 서양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고서 비도서자료 등으( , ), , , ,
로 구분 지하 층에서 층까지 적층구조의 서고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서고 내, 1 7 ,
항온항습을 유지 하기위하여 공조시스템 외에 별도의 항온항습기를 도입 시, 24
간 항온항습 을 유지하며 창에 커텐장치를 하므로서 자료(20 24 ,50 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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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 반납시외 외부와의 열교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쿨러 하론가스 설비 및 수동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지,
만 화재 시를 대비한 자동차단 방화문의 설치는 미비하다 또한 자외선 필터가, .
장착된 형광등을 설비 빛으로부터 자료의 열화를 방지하고 전자감응장치를 설, ,
치하여 자료의 분실에 대비하고 있다.

출판 년대별 소장현황2.3

년 우리 도서관에서 조사한 소장자료의 훼손실태를 분석해 보면 장기보존1997
된 자료가 비교적 높은 훼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년에 발간된 자1940-59
료는 그 훼손상태가 가장 심한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한 제지, ,
인쇄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열악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된다.

출판 년대별 소장현황 표( 1)

단위 책( : )
연도

구분
'45∼ '46 '49∼ '50 '59∼ '60 '69∼ '70 '79∼ '80 '89∼ '90 '98.7∼ 계

동양서 138,431 9,102 28,287 62,508 186,116 496,622 1,306,048 2,227,114
서양서 16,703 6,131 3,643 12,987 44,964 66,152 117,219 267,799
고 서 29,325 7,059 2,928 11,814 32,619 20,947 18,544 223,236
비도서 - - - - 12,102 135,543 293,610 441,255
계 284,459 22,292 34,853 87,309 275,801 719,264 1,735,421 3,159,404

소장자료의 훼손유형을 자료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의 황변화 현상은

고서 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로 고서의 경우가 가장62%, 37%, 28%, 19.2%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생물 곤충에 의한 피해는 도서 고서 로 나타4.7%, 13%
났고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은 발생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
열악한 보존환경속에서 장기보존으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밖의 훼손유형.
으로 찢어짐 등 자료파손과 이물질 부착 등의 현상이 도서 연속간행물12%,

학위논문 고서 로 나타났다2.8%,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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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자료훼손실태2.4

o 종이의 산성화

종이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산이 자료를 급속히 노화시키는 산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부 자료는 종이의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것은 부스러지,
고 있을 정도로 심각 하며 년대 이전 자료에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70 .

o 빛 조명,

자연광선과 복사에너지 등 인조광선은 인쇄물 도서표지 필기용 잉크 지도자, , ,
료 등의 색상을 표백시키고 있으며 장시간 자외선 빛에 노출되면 자료들이 부서

지고 내구력이 상실되고 있다 커텐 등 자외선으로부터의 차단장치가 있지만 개.
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제별 자료의 약 비도서자료 등이 직접 태양광선5%,
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o 온도와 습도

온도의 변화에 의한 동결과 융해의 반복은 조직의 파괴 등 재질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당한 습도와 연계하면 산화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상대습.
도가 높으면 물질의 변형이 커지고 미생물의 생존환경을 제공하며 상대습도가,
낮으면 물질의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보존상 적당한 온 습도 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 도서관 서고는 대부분 항온항습시설이 되어있으나 창이 많.
은 지상서고의 경우 외부공기의 유입으로 완전 항온항습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다.

o 미생물에 의한 피해

재질 자체가 미약하면 수분이 많이 흡수되어 균해를 받기 용이하며 신생균 등

이 발생 종이를 착색 오염시킬 뿐 아니라 자료중에 쌓여있는 먼지는 해충발생, , ,
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지하서고의 년 이전 출판자료 특히 제본도서 서. 1945 , (
양잡지 등에서 곰팡이냄새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

o 먼지 및 유해가스

먼지는 종이류에 달라붙어 이것이 습기와 작용 일부가 용해하여 재질을 손상,
시키고 있으며 한지로 된 고서 고문서의 경우도 명도 색상 등이 변화 색차가· , ,
발생하고 부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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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람의 무관심

개가자료실의 자료는 이용자가 자료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서 낙장 파손자료가,
년에 약 여 책에 이르러 이를 보강 제본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1 5,000 , ,
요된다 원천적으로 원형이 파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을 아끼는 이용수칙의 마.
련과 질서의식의 함양이 요청 된다.

자료의 매체변환 및 복원방법별 보존현황2.5.

o 원문정보의 디지털화

년부터 시작된 원문정보디지털화의 바탕 위에 구축된 정보를 이용자에게1997 ,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년도에는 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 등의, '98
일환으로 귀중서를 비롯 박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잡지 고서 등 약 만권의, , , , 4
원문정보를 디지털화 추진작업 중에 있다 연간 계속사업을 통한 디지털구축 대.
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원본 자료의 보존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 원본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

장기보존으로 인한 자료의 열화와 많은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원본자료의 보

존방안으로 년부터 귀중서 신문 잡지 등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매체변환해1980 , ,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년 이전에 출판된 한국관련 자료들을 외부 전문제작. 1945
업체와의 협력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광디스크로.
변환 이용의 확대를 추구하는 한편 원본자료의 영구보존에 대비하고자 한다, , .

o 자료의 영인화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서 및 부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1
대상으로 영인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대상자료의 약 만이 영인되어 있는, 2%
실정이다.

o 고서의 포갑 및 배접

포갑 및 배접은 주로 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행하는 방법이나 시행한지 얼마

되지않아 추진비율은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10% .

o 훼손자료의 수리제본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인하여 훼손된 자료의 수리제본은 매년 약 책 정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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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며 자체 제본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향후 추진대책3.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도서관이 추진해 오고 있는 자료보존 사업은 대부

분이 초기 단계이며 아직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보다 적극적으.
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른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확보 자료보존에 관한 인식증대 상호관련기관간의 협, ,
력 등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하에 국가문헌보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다.

단계별 추진계획3.1

단계로 보존실태의 기초조사를 통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바 자료의 열화훼손1 ,
실태의 분석과 보존환경의 종합적 조사를 토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보존체제

의 구축이 시급하다 단계는 기초구축단계로 보존전문기술자의 양성과 열화자. 2
료의 탈산성화 추진 및 보존서고 동 완공을 포함한 보존시설 확장이 요청된다.
단계는 기초확립단계로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조직체의 신설과 보존관련 표준도3
구의 개발 및 첨단시설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계는 구체적 실행단계로. 4
서 자료복원센터 설립과 같은 본격적 보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국내 타도서관

지원은 물론 국외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위의 네 단계는 기초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년을 기점으로 보존서고1997
동이 완공되는 년을 거쳐 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1999 2005 .
하여 곧 구체적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존서고동 신축3.2

보존서고동 신축 계획은 본관 보존서고의 자료수장능력 부족이 예상되어 추진

하였으며 이미 그 능력 약 만 책 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 건물은 년에 건( 250 ) . 1996
축을 시작하여 년 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건축규모는 지하 층 지상 층2000 12 . 4 , 2
으로 총면적 이다 이 서고에는 고서 귀중서 및 년 이전 출판자료14,819 . , 1945㎡

와 부 납본된 자료의 원본을 소장할 예정이며 자료의 운영관리는 보존 위주로2 ,
하되 서비스가 위주인 본관서고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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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고는 천재지변과 재해에 대비한 건축구조 자료보존을 위한 공조시스템,
과 항온 항습설비 훈증소독시스템 귀중본 및 고서고의 조습판넬설비 현 제본· , , ,
실의 기능을 확대한 자료복원시설 등을 완비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료복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국가문헌의 영구 보존에 대비하고자 한다.

결 론4.

국립중앙도서관은 열화된 도서의 물리 화학적 복원은 물론 전자매체에 대한·
보존성 연구 및 보존기술인력의 교육 등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마련과 보존장비

의 확대 등 국가문헌의 과학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

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관은 종이자료의 산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연·
구중에 있으며 비도서자료의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대용량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등 각종매체가 개발되고 있CD-ROM
는 것은 자료보존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
자료보존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자료별 특성에 따른 훼손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존방법체계를 세우며 종합적 시스템을 구비한 자료복원센,
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여러 도서관과 자료공동보존 프로그램.
을 마련 교류함으로써 향후 우리 도서관이 국가문헌보존을 위한 국가대표도서관

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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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관련 프로젝트

및 전자도서관 구상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주임참사( )田屋裕之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관련 프로젝트I.

머리말

국립국회도서관 가칭 이하 관서관 이 년 개관 예정 까지 앞으( , ) 2002 ( )關西館 「 」

로 년4 .
이 관서관 개관을 계기로 국립국회도서관은 전자도서관 기능을 실은 새로운

서비스의 전개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벽이 없는. 「

도서관 이라 불리듯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이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전자도서관 관계 프로젝트 및 전자도서관 구상을

소개한다.

전자도서관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도서관 설립 계획1.

국립국회도서관은 현재 다음과 같이 개의 새로운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적극2
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서관1.1
년 개관예정인 관서관에는 열람석에 대부분 를 설치하여 자료검색에서2002 PC

열람 복사를 위한 자료 청구까지 전부 단말기 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각종 외부기관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관자 서비스에 더하여 관서관에서는 이를 비내관형 서비스,「 」

즉 이용자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장서를 검색하고 원하는 문

헌이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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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어린이도서관1.2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년에 제 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초유의 국립2000 1 .
아동서 도서관으로서 현행 국립국회도서관 지부 우에노도서관 현재( )上野圖書館

의 청사에 설립된다 이곳에서도 전자도서관 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년. 1995
부터 전자도서관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아동서의.
서지데이터베이스 약 만건 를 정비함과 함께 년 이전에 국립국회도서관이( 13 ) 1950
수집한 아동서 약 책 의 화상을 전자화 하여 본문을 화상으로 열람할 수( 8,300 ) ,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실험시스템으로 아동서 다언어.
제공시스템 아동서 검색안내시스템 음성대화형 검색시스템 등 개의 시스템이, , 3
개발되었다 현재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시스템기능서비스를 통합하는 전.
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전자도서관 프로젝트2.

국립국회도서관은 당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면서 전자도서

관의 기술적 가능성이나 운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실험 검증을 위해 여,
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의.
전체 윤곽에 대해서는 국립국회도서관홈페이지 주소에서 소개하고 있다

(http://www.ndl.go.jp/ndlelp/index.html).

파일럿 전자도서관 프로젝트2.1
통산성의 특별인가 법인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 와 국립국회도서관의 공(IPA)
동실험 프로젝트이며 년부터 실시했다 전자화 한 자료를 언제 어디에서라, 1994 . ,
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처리 네트워크 기술을 개,
발하여 운용실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과는 관서관에 응용하고 동시에 앞으로.
의 전자도서관 일반과 그 기반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실험의 거점은 게이오 대학 쇼오난 후루자와 캠퍼스 내에 있. ( ) ( )慶應 湘南藤澤

는 정보기지센터와 국립국회도서관에 두어 년 월 시스템구축을 완료IPA , 1995 10
하고 실험을 시작했다.

전자도서관 실증실험(1)
년 월부터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귀중서 메이지기 간행도서 제1994 12 , ( ) ,明治期

차대전 전후의 간행도서 국회심의용 조사자료 헌정자료 일부를 전자화 하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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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로 축적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이나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하여 실증 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목적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 축적에서 이. ·
용 제공에까지 일련의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
이 실험으로 약 만 페이지의 내용 을 대부분 화상정보로 전자화1000 (Contents)
했다 전자화 된 자료 중 일부는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들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http://www.cii.ipa.go.jp/el/el/index.html).
실험의 일환으로 년부터 일본의 영문정부간행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실험1998
을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G8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것으로 정부기관의 영(Bibliotheca Universalis) ,
문간행물에 대한 해외에서의 이용 요구에 응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우리나라 정,
부활동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http://www.lpl.cii.ipa.go.jp:
25051/wp/JGPSearch.html).

종합목록 네트워크(2)
년에 국립국회도서관이 해 온 종합목록 네트워크 파일럿 프로젝트 제1993 (「 」

기 를 이어 받아 파일럿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로 실시했다 이 사업은 실험단계1 ) .
를 마치고 년부터 국립국회도서관 사업으로 실시하는 데에 이르렀다 현립1998 .

도서관 등 개 도서관이 참가하였고 그 중 개관의 도서관이 데이터를( ) 43 , 26縣立

제공하고 있다.
각 참가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한 목록데이터 대상자료는 일본도서로 한정 를 기( )
계적으로 하고 자동등록 갱신하여 기술을 채택한 표준적인 환경에· web書誌調整

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와의 연계시설2.2 BBCC
관서관의 건설지역인 관서 지구에 소재한 산 학 관 의 연구기관인· · ( )産學官

신세대통신망실험협의회 와 연계하여 전자도서관 시스템 실증실험을 실BBCC( )
시하고 있다 실험내용은 입력계 실험과 검색계 실험으로 크게. ( ) ( )入力係 檢索係

나뉜다 입력계 실험은 귀중서 등 화상정보 입력에 관한 실험과 출판물 작성단.
계에서 만들어지는 인쇄제판정보 를 로 변환하는 실험이 된( ) HTML印刷製版情報

다 검색계 실험은 검색하기 쉬운 시스템 의 실현을 위한 각종 검색기능 실. 「 」

험이다.

전자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 개발3.

국립국회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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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 구축에 관해 검토 해왔다 이 검토 안은 관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및. ,
도쿄 본관이 하나로 되어 사회적인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

고 있다 년부터 전자 도서관기반시스템 이라는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다. 1998 .「 」

도서관자료처리 취급의 새로운 접근3.1.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제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해 왔다 종래의 도서관자료에 더하여 최근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
이나 등의 전자매체나 네트워크 정보자원과 같은 전자정보도 적CD-ROM DVD

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생겨났다 전자도서관의 장서가 되는 여러 가지 전자형.
태의 새로운 도서관자료에 대응하며 종래의 도서관자료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의 검색과 이용3.2.
내관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도로 사용하기 쉬운 목록정보의 검색서비스 제공이

나 직접 자료 청구 전자화 된 전문 정보의 활용 등으로 열람이나 대출 서, ( )全文

비스의 향상을 상정했다 또 네트워크를 통한 비내관이용 서비스를 하고 도. ,「 」

서관에 오지 않고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
욱이 다른 정보제공기관에의 적절한 유도구조를 갖는 일도 중요하다 내관 이용.
자도 원격 이용자도 같은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의 상호 접속성3.3.
년 관서관 개관을 향하여 지리적으로 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도쿄2002 , 500Km

본관과 관서관이 하나가 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고 상호 접속성이나 운용의 관,
점에서 충분히 조정되어야만 한다 물리적으로 분산된 조직업무가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도쿄 본관 관서관을 합하여,
국립국회도서관 으로 기능하고 기능단위마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

설계한다.

참고 일본에서 대표적인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국립국회도서관 제외< > ( )
ㆍ 문부성 학술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서비스 : NACSIS-ELS「 」

(http://www.nacsis.ac.jp/els/lelsj.html.)
문부성 학술정보센터의 전자도서관서비스 년부터 시행서비스. 1995
시작 년 월부터 공개서비스로 바뀌었다 일본의 학 협회가 발, 1997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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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학술 잡지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년 월 현재 학회.1998 8 , 60 ,
의 학술잡지 수록205 Title .

ㆍ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 도서관 만다라 시스템:
(http://dlw3.aist-nara.ac.jp/Index-j.html)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부속도서관 전자도서관 이 구축한 시( )
스템 대학 부속도서관을 전자도서관화 하고 학내 이용을 목적으. ,
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ㆍ 차세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가 통산성 의 위탁을 받아 실시JIPDEC( ) , IPA
하고 있는 파일럿 전자도서관 후속 프로젝트 국립국회도서관 관서.
관에서 사용될 기술개발과 실증실험을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http://www.dlib.jipdec.or.jp/).

이외에 문부성 사회교육시설 정보화계획으로 개관 정도의 공공도서관과 또5
교토대학 도서관 쓰쿠바 대학도서관 등 여러 대학도서관도 전자도서관 프로젝,
트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상 에 대하여.Ⅱ 「 」

전자도서관 구상 책정에 대하여1. 「 」

전자도서관 구상의 책정 경위1.1.

전자도서관 관련 프로젝트는 사회전체의 정보고도화 멀티미디어화가 진보 발, ,
전하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한 년대에 세계1990 ,
각국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년 전자도서관구상책정을 위한 작업지침 을 결정했다1996 .「 」

이 작업지침을 바탕으로 년 월 국립국회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추진위원회1997 4
를 설치하고 관외 유력 인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자도서관 추진회의를 동년 월, , 5
이후 개최했다.
전자도서관추진회의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실현해야 할 전자도서관에 관해 전반

적인 검토하에 년 월에 국립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 추진위원장에게 맡겨1998 2
지식 정보 문화의 새로운 기반구축을 목표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보사회를, , -「

위하여 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

전자도서관구상 은 전자도서관추진위원회 보고서를 지침으로 하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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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추진위원회 등에서의 검토 안 를 바탕으로 실현해야 할 전자도서관( ) ,
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후의 전자도서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추진위원. 「
회 보고서 및 전자도서관구상 의 본문은 아래의 에서 이용 가능하다URL」 「 」

(URL:http://www.ndl.go.jp/projects/dento/doc/index.html).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관 정의1.2

전자도서관이란 무엇인가 전자도서관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자도서. ,
관 구상에서는 도서관이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차 정보 자료 그 자체 및1 ( )「

차 정보 자료에 관한 정보 의 전자적인 제공과 그를 위한 기반 이라고 정의했2 ( ) 」

다.

전자도서관 구상 의 시대적 배경1.3 「 」

전자도서관은 현재 급속하게 변모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정보의 생산 유통 축적 처리하는 전체 프로. , , ,
세서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디지털 혁명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의해 여러 가지 정보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네트워크

를 통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정보통신환경.
을 토대로 국립국회도서관은 세계의 다른 국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전자도서관에 의해 이용자가 풍부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 기타 정보격차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
며 또한 전자도서관이 거대한 정보공간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공헌「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실현하는 전자도서관은 당관이 우리나라 정보의 보존과 접

근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도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제공하는 사회적인 기

관으로서의 역할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도서관 구상 의 개요2. 「 」

전자도서관 구상 은 머리말 과 전자도서관 실현 위한 프로그램( ) ( )序章 終章「 」

이 있으며 그 사이는 모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에는 전자도서관의 정의9 . 1
와 목표 장에는 제공해야 할 장서 장에서 장까지는 국립국회도서관 서, 2 ,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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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대상자와 주요 프로젝트와의 관계 장에는 협력활동 장에는 제도적 과, 6 , 7
제 장에는 기술적 과제 장에는 시스템 기반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8 , 9 .

기본 인식2.1

구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이 총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년에 개관 예정인 관서관에 있어서 또한. 2002 ,
년에 제 기 개관 예정인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또한 국회2000 1 ,

서비스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써 전자도서관 실현을 도모하는 바이다 물론 전자.
도서관실현에는 재정적 문제 저작권 문제나 부담금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과, ,
제 기술적 과제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에 대해 국, .
립국회도서관은 다양한 검토와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계자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실현을 목표로 한 사업을 수행한다, .

국립국회도서관이 실현하는 전자도서관2.2

그러면 국립국회도서관은 어떤 전자도서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법 제 조 및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되130
어 도서 및 그 밖의 도서관자료를 수집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이바지함과,
함께 각 행정부 및 사법부문 또 일본 국민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국회에 봉사하는 조사기능을 갖춘 의회도서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립도서

관으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 보존 전국서지 정비· · ·
국민전체에게 도서관 서비스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정의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관이란 도서관이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차 정보 자료 그 자체 및 차 정보 자료에 관한 정보 의 전자적인1 ( ) 2 ( )
제공과 그것을 위한 기반 이고 자료를 전자화 하는 것과 더불어 전자화 된 자,」

료 및 전자출판물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이 자료.
를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로서는 풍부하게 정보를 입수

하고 지역에 따라 정보접근의 격차 및 그 외 정보접근의 격차를 시정 할 수 있

게 되었다.
요즈음 정보통신환경 아래에서의 국립국회도서관은 새로운 역할을 다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실현할 전자도서관은 정보보존과 접근에 있.
어서는 전자정보시대에 인쇄물중심시대와 같은 혹은 그 이상으로 문화유산으로, ,
서 도서관자료를 보존 계승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
다 그럼으로써 학술연구 산업 국제적인 정보발신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공헌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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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전자도서관의 장서구축2.3.

도서관에 장서가 있듯이 전자도서관에는 전자화 된 장서 에 상당하는 것, 「 」

이 있다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전자도서관의 전자화된 장서.
가 없다면 책이 없는 건물만 있는 도서관처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장서를 구축.
해야 하는 걸까?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적 정보자원 장서 는 차( ) 1「 」

정보 및 차 정보로 나뉜다 차 정보로는 책과 잡지 인터넷 정보나2 . 1 . CD-ROM
의 내용처럼 이른바 정보 그 자체이다 종종 라고 일컫는다 차 정보( Contents ). 2
로는 그 차 정보를 찾기 위한 수단이 되는 정보로서 목록 색인 링크집1 · (link )集
등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장서 로는 전자정보로서 수집한 것 기존의,「 」

인쇄물을 소급하여 전자화 한 것 인터넷 정보자원 그리고 출판자와의 협력사업, ,
에 의한 렌탈 스페이스 등을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서관자체(Rental Space) .
가 장서 를 보유하지 않고 적절한 외부정보자원에의 네비게이션도 동시에 생「 」

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관 관장의 자문 기관으로 설치된 납본제도조사회에서.
는 년 월에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을 망라적으로 납본 대상으로 하는 것과1998 5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은 납입대상 외로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 취지의

중간 답신을 제출하였다.
전자도서관의 장서구축 시에 입법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정보 행정기관이 발,
행한 출판물 이용 빈도가 높은 국내간행잡지 과학기술정보 국가문화유산으로, , ,
서의 도서관자료 아동서 등은 국립국회도서관으로서 전자화 및 그 제공에 있어·
특히 우선도가 높다 또한 정보를 적절히 편집하여 이용자에 매력 있는 컬렉션.
을 형성하는 일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장서 구축과 제공 시에는 중립성 공정성에의 배려 이용요구의 적절하· ,
고 확실한 대응 장기적인 접근 보장 등의 관점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Access) .
또 국립국회도서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서관자료 보존과 영속적인 접근

의 보장의 관점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자료보존에도 힘껏 노력하고 있(Access)
다.

국회 및 행정 사법 각부문의 서비스 강화2.4. ㆍ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에 설치된 도서관이며 수집 조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및 입법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182 도서관 년 겨울Vol. 53 No. 4(1998 )

전자도서관을 실현함으로써 국회서비스의 확충 국회정보 전자화 및 이용촉진과,
병행하여 행정 사법 각 부문과도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전자도서관 협력활동2.5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내 외의 많은 기관과 협력 활·
동을 하고 있으나 전자도서관에 있어서는 더 한층 많은 기관이나 사람들의 협,
력이 중요하다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기관 각국의 국립도. ,
서관 학술연구기관 그 외 자료의 전자화나 전자출판물을 취급 처리하는 각종, , ·
정보관련기관과 협력하는 체제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장래에는 각종 정보생산.
및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기관과의 협력도 할 것이다.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이 전자화 된 자료의 종합목록 을 작성하( )台帳

고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되어 존재하는 전자화자료 및 전자출판물을 정확

히 검색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작성을 할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제도적 과제2.6.

전자도서관을 실현한 다음에 저작권을 포함한 제도적인 과제해결은 매우 중요

하다.
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차 정보 및 차 정보의 대다수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1 2
물이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
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은 도서관이 수집한 전자출판물 또는 전자화 된 자료를 서버에 축적하여 통신네

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에서 규

정한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이 관계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 조에 의거 도서관. 31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지만 전자도서관 실현을 위,
해 필요한 복제를 저작권법 제 조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자도서관을 실31 .
현할 때에는 전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권리자의 권리와 공정한 이용에,
대하여 널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자도서관 실현을 위해서는 복제 및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공에 따른 저작[
권 허락 사무가 점점 커짐을 감안하고 국립국회도서관과 저작권자 사이에 도] ,
서관의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한 규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규정을 작성할 때.
에 개개 자료의 속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송신 범위 대가의 징수 권리, , , ,
처리 방법 등을 감안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민간출판물은 시장원리에 유의하.
여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연계 협력을 구하면서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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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의 기술과제2.7.

전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용,
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검색 기능 전자화 된 자료 및 전자출판물의 권리보호 그, ,
보존이나 표준화 관점에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들 기술과제의 해결.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으로서 전자.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도서관을 실현한다.
그 시스템은 안전성 확장성 유연성이 뛰어나며 시스템 자체가 개방 화, , (open)
되고 고속이며 동시에 안전한 통신기반을 가진 것으로 한다, .
도쿄 본관과 관서관을 비롯한 국립국회도서관을 구성하는 시설은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에 의해 하나의 국립국회도서관 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상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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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환경의 정비- -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사무관( )

전자도서관의 정의1.

전자도서관의 탄생은 정보환경의 변화 즉 정보기록 정보생산 매체 정보관리, ( ) ,
시스템 정보서비스 정보유통 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개념은, ( ) .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즉 전자도서관 디지털도. (Electronic Library),
서관 가상도서관 논리적 도서관(Digital Library), (Virtual Library), (Logical

벽 없는 도서관 등이다Library), (Walless Library) .
이런 다양한 관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 즉 디지털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
의 수집 가공 유통에 있어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
공간적 시간적 제약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정보서비스체계라,
고 정의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노력2.

국립중앙도서관은 년부터 자동화준비반 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전1979 " "
산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 수립시 가장 중점을 둔.
목표는 첫째가 표준적인 방식에 의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년이후 출판자료부터 정리업무를 전산'83
화하면서 가 생성되도록 설계하는 것 세번째는 우리 도서관에서 입력한 데DB ,
이터를 전국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 카드속보를 제작하여 전국의 인

쇄카드회원도서관에 송부하고 인쇄카드 주문을 받아 제공하여 전국 도서관의 목

록업무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해 오면서 년에는 주전산기 를 도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전1988 (TAN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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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본부터 장서관리 이용에 이르는 전과TOTAL ,
정을 전산화하게 되었다.

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전국 공공 대학 전문도서1991 · ·
관 개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495
다.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각종 자료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을 개(KORMARC)
발하여 국가규격으로 제정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서지 의 표준화를 기하고· DB ,
둘째 전국 도서관이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기기규모 별로 도서(PC, UNIX)
관업무전산화패키지 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여 우리나라 각종 도(KOLAS)
서관 개관 공공 대학 전문 특수 이 를 이용하여 업무393 ( 241, 58, · 94) KOLAS： ： ：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를 전국도서관이, DB
자료정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으로 제작한 한국문헌 목록정보를 년에CD-ROM 1
두번씩 갱신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도서관이 공동으로 를 구축 공유할, DB ·
수 있는 분담목록시스템에 의한 국가문헌종합목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DB
다.
이상의 사업들을 기반으로 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95
목록정보와 초록 목차 본문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사이트를, , Web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전자도서관 기본계획3.

가 수립배경.

년대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의 선진 각국은 소위 정보고속1990 EU,
도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배(Information Superhighway) .
경에는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이념의 대립시대는 종결되고 무한기술경쟁시대의,
도래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선진 각국은 세기. 21
정보사회 를 대비하여 정보의 국가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쟁(Information Society)
력과 세계지도력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년이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93
을 시작한 이래 정보화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

여 세기 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세기 정21 . 21
보사회의 핵심 구동력이 될 것이기에 세계는 기술패권주의에 입각한 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와 지식이 제반 경제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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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는 군사정보 및 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군사강

국이 될 것이며 경제정보 및 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 따라, .
서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생산 가공하여 부가가치 높은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이 보유하는 한편 정보 및 지식을 잘 관리 유통하여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세기 새로운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21
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주요도서관인 개관. 6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센터( , , , , ,
첨단학술정보센터 이 공동으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을 수립하게 된) " "
것이다.

나 수립목적.

전자도서관 구축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뉴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전자화 방안과 국가 표준으로서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표준을 수

립하며 각 전자도서관간의 상호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전,
자도서관의 기술동향 분석 및 중장기 예측을 도출하며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
자 및 배분을 위한 시행계획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 기대효과.

o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한 정책의 설정

국가차원의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정책설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전자

도서관 구축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최적상태의 국가전.
자도서관 구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

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

o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각종 표준의 제공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을 통한 각 기관들의 중복 소프트웨어 개발을 방지

하고 정보 유통의 형식 전자출판의 표준 통신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서지정보데, , ,
이터베이스 구축방식 등에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 인력 등 각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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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복 방지

각 기관간의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기관 고유의 특화된 분야 및 자료의 유형에

따라 분담함으로써 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중복 구축을 방지한다.

o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협력체제 구축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참여도서관 및 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자원으로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o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핵심 구성요소의 기능 결정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를 정보공학적인 관점에서 정보

의 생산 관리 유통 부문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대상 기능의 포괄성과 일· ·
치성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정보획득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자동색인 에이전트 등의 기능을 도출할 수 있어 정보자원의 서비스체계를 고도,
화할 수 있다.

o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각종 연구 및 교육의 경쟁력 제

고

정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및 통합적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창출과

문헌정보의 고부가가치화를 기할 수 있고 정보입수 비용의 절감 및 정보활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o 타부문 전산화와 복합적 상승효과

총체적인 의미에서 정보자원의 획득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국가전자도서관의

위치를 확보하여 이를 특허 통계 설계 지적 의료 등 타분야와 결합시킴으로써, , , ,
연구개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 주요추진기관의 디지털화 대상자료 분담.

전자도서관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주요추진기관 자료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담

하되 특정 기관에서만 생산하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디지털화 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은 협의 조정을 통해 분담하도록 한다 다음 표는,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전자 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기관의 디

지털화 대상자료를 분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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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분 담 분 야 비 고

국립중앙

도서관

국가문헌종합목록- DB
고서 본문- DB
고신문 본문- DB
국내소재 한국학관련 목록 및 본문- DB
인문과학분야 본문- DB

 

국회

도서관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DB
정기간행물기사색인- DB
정부간행물- DB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본문- DB
사회과학분야 법률분야 제외 본문- ( ) DB

법원

도서관

판례정보 및 사법부간행자료 본문- DB
법률문헌정보- DB
생활법률정보- DB
법령정보 본문- DB

법제처 이DB
용

산업기술

정보원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과학기술편- ( ) DB
해외공관수집 첨단산업기술정보목록 초록 포함- ( ) DB
산업기술연구개발보고서 본문- DB
산업기술분야 본문- DB

 

연구개발

정보센터

과학기술종합도서목록- DB
과학기술전문정보- DB
과학기술공용정보- DB
과학기술분야 본문- DB

연구보고서,
학회자료,
기자재 인력,
등

첨단학술

정보센터

전국 대학도서관 목록정보- DB
대학내 간행물- DB
교수 학생 실적물- , DB
대학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학술연구정보- DB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4.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우리나라 주요도서관 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97 4 ( ,
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과 함께 전자도서관시범시, , )
스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응용서비스.
로서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의 를 이용하여 서비스함WWW
으로써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서지 초록은 물론 본문 정, , (Full-text)
보까지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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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내용과 범위.

o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도서관 정보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열람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가상도서관 구축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와 상용망을- WWW
연계 접속하고 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GUI
통신망과 전자매체를 이용한 열람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유지원체제 구축

개별적인 키워드 작성없이 본문 탐색을 통한 색인어 추출 및 색인질의-
자동생성시스템으로 업무의 간소화

논리연산자에 의한 다양한 검색조건을 제공하여 정보검색의 효율성 제-
고

자료입력 및 검색의 분산화 표준화로 정보유통의 생산성 향상 지향- ,
전자도서관사업 참여기관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시스템 구축으로 기관별-
특화된 다양한 정보의 공유체제 구축

정보검색을 위한 표준프로토콜 사용으로 검색시스템을 구축- (Z39.50)
표준문서형식 활용으로 정보의 표준화 모색- (SGML)
자동문서변환기술을 이용한 표준문서생산시스템 구축-

o 데이타베이스 구축

기 관 명 자료유형 및 자료량 가공형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 본문 면284,000 IMAGE
국가문헌종합목록 만건69 MARC

국회도서관

국회사 면7,933 SGML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면10,116 SGML
국정감사 의원자료 면68,000 IMAGE

연구개발정보센터 정보과학회지 편355 SGML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박사학위논문 책80 SGML
교수연구논문 편115 SGML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외취득 박사학위넌문 본문 면204,000 IMAGE
총 본문정보 DB 면5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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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구성도.

다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단위사업내용.

o 검색시스템Z39.50

국제적인 표준검색프로토콜인 을 지원하여 이 기종 검색시스템간- Z39.50
의 상호 호환되도록 개발 기반으로 동작, Z39.50 Version 3

검색서비스가 사용자에게 편리한 웹 환경에서 동작하여- Z39.50 (WWW)
사용자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저 만으로Z39.50
전자도서관 검색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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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한 개 이용기관 각각의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합하여 검색- 5
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문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전문검색 지원- (Full-text)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
색질의 조건을 지원

o 데이터베이스 구축

형식의 목록정보 텍스트형식의 초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MARC ,
문서의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SGML

목록 초록 원문정보에서 색인어의 자동추출시스템 개발- , ,
색인어 자동추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후처리시스템 개발-

o 응용프로그램SGML

본문정보는 문서의 호환을 위하여 문서의 저장형식을 국제표준문서 형-
식인 을 적용SGML
전자도서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논문 및 학회지 등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종 개발SGML DTD(4 )
제작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편집기 개발- DTD DTD
문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편집기 개발- SGML SGML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 개발- SGML SGML
문서의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문서를 문서로 자- SGML SGML

동변환하는 변환기 개발SGML

o 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어하는 사용자관리-
전자도서관 검색사용현황 및 구축현황 등에 관한 시스템모니터링 기능-
시스템의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관리-
코드관리 및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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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

마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화면.

o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의 홈페이지이며 은 이다 자료검URL www.dlibrary.or.kr .
색에서는 개 기관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각각의 기관에 구축된 데5
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과 개 기관에 구축된 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통5
합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다 전자도서관사업안내는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의.
소개 및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정보를 보여준다 이용안내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사용법 및 원문보기에 필요한 브라우저 이미지뷰어를 다운로드받을 수SGML ,
있는 페이지다 공지사항은 관리자가 시스템사용자에게 공지할 정보를 게시하는.
곳으로 관리자만이 공지사항을 게시 삭제할 수 있다 관련사이트는 전자도서관, .
과 관련된 사이트정보를 모아둔 곳으로 국내외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에 연관된

사이트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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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기관 선택 및 자료검색

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기관명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선택하면

각 이용 기관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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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 로그인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에

자료검색 화면으로 이동한다 자료검색화면에서 사용자 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ID
뒤 접속버튼을 누르면 검색서비스세션이 생성되며 이후의 모든 검색 질Z39.50 ,
의 명령어 및 간략목록화면 상세목록화면 원문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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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색질의화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검색화면이 나타

나게 된다 국가문헌 종합목록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목록정.
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고서 귀중본 본문정보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고서

귀중본의 본문정보 책 를 볼 수 있다(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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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략목록

검색질의 화면에서 질의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사용자가 찾

은 정보에 대한 간략정보를 개 단위로 보여준다 이전목록 및 다음목록으로10 .
이동하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특정한 목록번호로 이동하기도 한다 검색결과로.
출력된 간략목록화면에서 사용자는 하단에 위치하는 정렬키를 이용하여 특정한

검색항목을 키로 하여 정렬을 수행한다 간략목록에서 출력한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목록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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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세목록

상세목록화면은 하나의 문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보는 것으로 간략목록화면

에서 번호를 클릭하면 나타난다 목록정보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할. MARC
수 있는 형식으로 보여주며 필요시 형태로 출력함은 물론 다운로드 받을MARC
수도 있다 상세목록에서 원문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하는 문서의 원문을.
볼 수 있는데 원문 형식에 따라 브라우저 또는 이미지 뷰어가 실행되어SGML
원문을 보게 한다 초록을 보려면 영문초록 또는 국문초록을 선택하면 된다 원. .
문보기 국문초록 영문초록 아이콘은 해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 ,
는 경우에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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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문보기화면

상세목록화면에서 원문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으로 구축된 정

보가 문서일 경우 뷰어를 통하여 출력되는 화면이다 문서는TIFF TIFF . TIFF
웹브라우저에 플러그 인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미지뷰어가 실행되어 문서- TIFF
를 출력하며 문서는 웹브라우저의 프로그램 방식으로 동작하여, SGML Helper

문서를 출력한다SG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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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전자도서관 연계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5.

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의 기능 향상과 본문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97
년말부터 월까지 국가 주요 전자도서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계'98. 11 .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 추진기관 개관 과 법원도서(5 )
관 산업기술정보원이 추가로 참여하여 기존 시범시스템의 기능향상과 신규기능,
을 보완하는 것으로 표준출력형식인 을 적용한 편집기 및SGML DSSSL SGML

문서를 객체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시스템과 연동하고 전자출판S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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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축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본문정보 면 총 면 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국가적인 경제난DB 568,083 ( 1,184,748 ) .
국의 타계책으로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으로 국가문헌 종합목록 건과DB 2,000,000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년이전 발간 신문 잡지 년대 이전 한국고, 1950 · , 1800
서 등 만면의 본문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634 .

전자도서관은 이미 국제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요 응용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 일 양국의 전자도서관 현황과 향후계획을 파악하고. ·
최신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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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논문의 종류는 연구논문 번역논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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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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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구성6) :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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