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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advent of search engines, their number has increased and
improved in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new search engines and
changes in existing o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users execute
effective searches on search engines.
Fifteen relatively popular search engines are selected for analysis of their
functions and features. For better analysis, both indexing methods and
categories of search engines are introduced. Later, characteristics of search
engines are discussed based on analysis of selected search engines.
As earlier researches suggested,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lso show
that no single search engine can perform every available function and
feature. The study concludes that continuing study on search engines,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searches for users.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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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웹은 유럽의 에서 엄청CERN(The European Laboratory for Particle Physics)
난 양의 연구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년 월에 의1989 3 Tim Berners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년 과 전송프로토콜인 를 적용하여 웹브. 1990 HTML HTTP
라우저의 개발보급으로 실용화된 웹은 년 이 나오기까지 발전이 더1993 Mosaic
디었으나 그후 상업 정치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확산되어 지금은 웹,
자체를 인터넷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그림 음성 오디오, , , , MPEG
형식의 화상과 같은 각종 데이터를 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URL
적으로 제공해 준다 웹에서는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웹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들은 웹 이

전의 정보검색도구를 포함하여 가지를 훨씬 넘고 있다10 .
등과 같은 웹 이전의 정보검색도구가 사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Archie

과 문자 방식 위주 서비스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년 이후 검색엔진1994
이 웹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년부터 웹 검색엔진에 대한 서술적인 평가가. 1995
시작된 후 탐색질문을 이용하여 검색한 뒤 얻어진 검색결과로 각각의 검색엔진

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도 년부터 문헌정보학에. 1997
관련된 학술지에서 검색엔진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검색엔진의 수를 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전 세계상에 약24

개가 넘는 검색엔진이 있다고 한다 또한 웹 검색엔진은 가장 많이 사용하2000 .
는 온라인 서비스이며 매일 수만 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년 저자의 임의대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1997
다섯 가지 검색엔진 을 중심으로 이들(Lycos, Infoseek, AltaVista, Exite, Yahoo)
의 기능 특징 차이점 우월성 취약점을 살펴본 후에 검색엔진의 일반적인 성격, , , ,
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향상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색방법과 체크리스트

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이란주 같은 해에 발표된 검색엔진에 관련된 연( , 1997).
구로 웹 서비스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AltaVista, Exicte, Inforseek,

아홉 가지의HotBot, Lycos, Magellan, Yahoo, Open Text Index, WebCrawler
탐색도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기능 적합성 순위 부여에 관해 비교 연구,
한 후 탐색실험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 정영미 김성은 이명희 는 대( , , 1997). (1997)
표적인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엔진인 와 키워드 검색엔진인 를Yahoo AltaVista
비교 분석하고 검색효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탐색질문에 의해 탐색실험을 한 연구가 있다 검색도구를 크게 목록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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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코시크 넷퀘스트 심마니 와 검색엔진 심마니 까치네 정보탐정( , DIR, ZIP, 21, ) ( , , ,
애니서치 유니파인더 웹글라이더 미스다찾니 으로 나누고 이들의 현황 검색옵, , , ) ,
션과 장단점 및 성격 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정보요구에 따른 검색도구 선택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국내 검색도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검색도구의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란주 최경화( , ,
그 후 국내에도 검색엔진의 사용법과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징을 소개하1997).

는 논문과 도서가 많이 출판되었다.
검색엔진은 자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최신성을 중요시한

다 국외의 경우에는 검색엔진의 이러한 최신성을 잘 반영하듯이 가장 최근의.
현황과 변화를 정규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논문들을 전담하여 싣는 저널들이

있으며 이중에 하나인 에서는 라는 섹, ONLINE "Internet Search Engine Update"
션이 따로 있다 물론 인터넷 상에도 검색 엔진을 평가해 놓은 정보원들이 산재.
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교적 인기도가 높은 국내외 검색엔진들의 기능과 특징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그룹에게 좀 더 적절한 검색엔진의 선택과 효과적인

검색 결과를 얻는 것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장에서는 검색엔진. 2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종류를 소개한 후 제 장에서는 검색엔진 평가 요3
소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각각의 검색 엔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며 제 장에, 4
서는 조사 분석된 검색엔진들의 비교와 활용방안을 논한다.
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선정된 검색엔진의 사용 및 관련된 도움서비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제별 검색엔진 키워드 검색엔진 그리고 메. , ,
타검색엔진을 일반 검색엔진으로 보고 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화검색엔진과

전문검색엔진은 제외하고 있다 검색엔진의 선정은 관련 문헌에서 발표된 인기.
도가 비교적 높은 국내외 개의 검색 엔진을 제한한다 논문에서 조사 분석하15 .
는 검색엔진의 순서는 검색엔진의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보다 잘 제시하기 위하

여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다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성 분석은 검색엔진 평가에.
관련된 문헌에서 다루어진 항목을 활용하며 각 검색엔진의 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상황 특징 검색환경 검색옵션 검색방법 검색출력 검색대상 등에 초점을, , , , , ,
둔다 본 논문의 내용이 인터넷 정보원의 빠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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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기본개념2.

검색엔진과 색인2.1

검색엔진은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원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

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요즈음 통용

되는 말로는 검색을 지원해 주는 웹사이트 자체를 검색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어떤 컴퓨터에 무슨 정보가 들어 있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일을 해주는 웹서.
버를 검색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색엔진은 네트워크 정보원에 대한 색인을 구축함으로써 운영한다 이는 실.
제로 텍스트로부터 단어나 구를 발췌하여 부울 연산자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

여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파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색엔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에 따라 검색기능 검색대상 출력내용 이용자 인터페이, , ,
스 등이 달라진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은 주로 매뉴얼 방식 방. (Manual Index
식 과 에이젼트 방식 방식 으로 나뉘는데 매뉴얼 방식은 이용자가) (Agent Index )
직접 검색엔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에이젼트 방식을 채택.
한 검색엔진은 거미 등의 별명을 갖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을 찾아다니며 일반에게 공개된 웹의 모든 사이트를 방문하고 주소를 기록URL
한 후 웹 데이터를 생성한다 모든 검색엔진들이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특성이 다양한 이유로 동일한 주제를

탐색하더라도 검색 결과의 질과 양에 있어 큰 차이가 나게된다.
대개의 검색엔진들은 웹을 선회하며 소프트웨어 장치를 이용해 색인할 정보원

을 찾고 이미 있는 정보원을 갱신한다 모든 웹사이트의 내용 전체를 색인한다.
고 주장하는 제작자도 있으나 발견한 정보원에 대하여 초록을 구축한 다음 초록

에 있는 단어를 탐색 가능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본문보다는 초록으로부터 단어

추출한다 어떤 검색엔진들은 키워드나 서술문을 포함하는 메타태그를 구축함으.
로써 무엇이 색인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장혜란( , 1999).

검색엔진의 종류2.2

웹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검색엔진을 분류하는 공통된 기준은 없으나 국내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글을 지원해 주는 한글 검색엔진 풍부한 전 세계,
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영문 검색엔진 그리고 특정의 정보를,
찾아주는 특화 검색엔진으로 나뉘어진다 이상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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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분류방법으로 정보의 보유측면 동작형태 정보구축범위 등에 따라 다, ,
양하게 구분된다 김성희( , 1977).

정보 보유측면에 따른 분류 주제별 탐색엔진 키워드형 탐색엔진(1) : , ,① ② ③

메타탐색엔진

동작방식에 따른 분류 주제별 탐색엔진 키워드형 탐색엔진(2) : ,① ②

정보의 구축범위에 따른 분류 전문탐색엔진은 문서의 내용 모두를(3) : html①

대상으로 정보를 색인한다 알타비스타 인포시크; (Alta Vista), (InfoSeek),
오픈텍스트 초록탐색엔진 야후 가상도서관(Open Text), ; (Yahoo), W3②

정보가 있는 곳에 따라서 웹문서를 대상으로 한 탐색엔진 유즈넷(4) : ,① ②

뉴스에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탐색엔진 에 있는, Anonymous FTP③

정보를 찾아주는 탐색엔진 인명 탐색엔진 각종연구 및 학술단체에서, ,④ ⑤

발표한 기술 보고서를 검색하는 엔진 각종 그림파일이나 그래픽자료, ,⑥

영화에 관련된 자료 상용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검색하는 엔진 등이 있다, .
검색엔진을 검색방법에 따라 주제별 검색 메뉴검색 디렉토리형 검색(1) ( , ), (2)
주제어 검색 통합형 검색으로 분류를 한다 통합형 검색을 메타검색엔진과, (3) .
지능형 검색엔진으로 구분하지만 크게 하나의 범주에 두기도 한다 이경호외( ,
1999).
국내검색도구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목록 서비스 단어별 검색(1) , (2)
엔진 메타검색엔진 통합검색엔진으로 나누고 있다 이란주 최경화, (3) , (4) ( , ,

여기서 목록 서비스는 디렉토리 서비스 주제별 검색엔진이라고도 하며1997). ,
특정 주제별로 각 페이지들을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웹사이트들의 주

제별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단어별 검색엔진은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에 모든 을 저장하고 특정 키워드 주제어 또는 검색어 를 입력함으로써URL ( )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메타검색엔진은 많은 검색엔진들을 모아 검색하.
기에 편리하게 만든 도구이며 순차적 검색엔진 이라(Sequential Search Engine)
고도 한다 메타검색엔진은 다양한 검색엔진을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검색결과를 종합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므로 색인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는 않다 통합검색엔진은 사용.
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여러 검색엔진에 검색을 의뢰하여 대신 검색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출력한다 통합검색엔진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메타 검색엔진과 동일하나 동시적 검색엔진

으로 로봇 에이젼트를 이용 다른 검색엔진을 참조하여(Simultaneous Search) ,
정보를 직접 찾아주고 그 결과까지 보여준다, .



8 도서관 년 가을Vol. 54 No. 3(1999 )

한편 검색서비스를 간단히 두 가지 유형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나눌 때 주제별

분류표에 기반을 둔 엔진과 일반적인 질의 기반 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별.
분류표는 체계적으로 정열된 주제 그룹과 상당히 복잡한 계층적인 정보원에 대

한 링크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질의 기반 엔진은 이용자 입력 테스트 표현에.
기초를 둔 검색 알고리즘을 작동한다 최근 추세로 주제별 분류표는 때때로 주.
제 그룹과 정보원 제목의 질의 기반 검색을 제공 하며 질의 기반 서비스도 여,
기 저기 살필 수 있는 주제 그룹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은 원래 두,
종류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Schwartz, 1998).
본 논문에서는 검색엔진을 국외검색엔진 국내검색엔진 주제별 검색엔진 키, , ,
워드형 검색엔진 메타검색엔진으로 분류한다, .

검색엔진의 성격3.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징3.1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색엔진의 평가를 위한 기준의 리스트가 소개

되었다 그 중 일찍이 은 이상적인 검색엔진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Jakob(1995) ,
쉬움 탐색을 빠른 방법으로 수행함 전문을 색인을 해야 한다는 등 가지를 제, , 14
시하였다 김휘출 은 그의 저서에서 일반 검색엔진을 비교 평가하는 요소를. (1998)
비교적 상세하게 가지나 제시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요소들은 공통30 .
된 요소와 그들만의 고유의 것도 있다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검색엔진의 기.
능과 특징을 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 항목을 소개하며 본 논Hock(1999, 25-28) 18
문에서도 선정한 검색엔진 분석에 이 항목들을 가능한 적용해서 조사 분석하고

자 한다.

검색엔진 크기1) (Search Engine Size)

검색엔진의 크기는 사이트보다는 고유한 웹 페이지들 고유의 의 수를( URLs)
의미한다 검색엔진의 크기는 문헌을 통해서나 검색엔진 제작자로부터 직접 알.
수 있다.

부울 연산자와 괄호 사용2) (Boolean Operators - AND, OR, NOT - and

Parentheses)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에서는 부울 연산 기능으로 단순하게 혹은 기호를 단+ -
어 앞에 붙인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에서와 같이 검색엔진에서도.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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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다 괄호를 사용한다 때로는 검색엔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에서NOT .
제외할 때 사용하는 대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를 사용하기도NOT AND NOT
한다 검색엔진에 따라 대문자 혹은 소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검색엔진.
들 사이에서 복사하고 붙이는 기능을 할 때는 대문자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구문검색3) (Phrase Searching)

대부분의 경우 구문검색은 입력창에서 구문에 따옴표 를 찍으면서 수행된(“”)
다 때로는 풀다운 윈도의 구문옵션을 선택하여 구문검색을 할 수 있다. .

인접연산자4) (Proximity)

구문검색은 인접연산자 검색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

되는 인접연산자는 이다 알타비스타에서는 단어 안에 있는 인접연산자NEAR . 10
를 지정할 수 있으며 라이코스프로 에서는 단어까지 허용한다 또, (Lycos Pro) 25 .
한 라이코스 프로에서는 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최대한의 단어사이의 수NEAR/n
를 지정할 수 있다.

절단5) (Truncation)

절단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엔진은 적절한 기호를 도움말이나 온라인 문헌에서

보여 준다.

제목 날짜 필드6) , , URL (Title, Date, and URL fields)

이러한 필드가 검색되는 검색엔진은 적절한 접두사를 제공하거나 풀다운 윈도

혹은 입력 창을 통해서 검색을 수행한다 접두사를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
어를 입력한다 예를 들면( title:lupus.).

에 링크7) URL " "("Links to" a URL)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페이지들이 특별한 에 링크되어 있는URL
지 알려 준다 이 기능은 검색자가 관심 있는 사이트에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언어8) (Language)

웹 페이지에서 사용된 언어로 검색이 가능한지 풀다운 윈도에서 선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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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검색9) (Media Searching)

미디어 유형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기능으로 이미지 오디오 파일 그리고 비, ,
디오 파일의 검색을 뜻한다 검색엔진에 따라 이 기능은 다양하다 알타비스타에. .
서는 이미지 파일의 이름 혹은 특수한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단( "Photo Finder" )
어를 검색할 수 있다 핫밧에서는 주제검색을 할 수 있으나 이미지 사운드 혹은. ,
비디오 파일을 포함한 레코드만 지정할 수 있다 인포시크에서는 접두사를. "alt:"
사용해 이미지의 태그를 검색한다 라이코스 홈페이지에서는"alternate text" .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검색할 수 있으나 라이코스 프"Pictures and Sounds"
로에서는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을 라디오 버튼을 사용한다.

이름10) (Name)

대명사를 검색할 수 있는지 이름 혹은 다른 것들 대문자로 된 단어가 나타- .
나는 페이지까지 검색하기도 한다.

대소문자 구분11) (Case Sensitivity)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검색엔진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소문자를 사용하면 대소.
문자 모두를 검색한다 대문자로 검색하면 정확히 그 단어만 검색한다 예. . )

는 를 검색하고 는 만 검색한다"next" "next" "neXt," "neXt" "neXt" .

모든 단어의 검색12) (Searches All Common Words)

모든 단어가 다 색인되고 검색되는지를 의미한다 심지어 뿐만 아. "The Who"
니라 일상 적인 말까지 포함한 구 검색도 되는 것을 뜻한다.

목록 포함13) (Directory Attached)

디렉토리가 검색엔진의 검색 페이지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고 있는지 때로는

디렉토리가 채널 옵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출력 자료 수 제공14) (Gives Count for Answer)

검색결과에 있어서 출력 자료의 수를 알려주는 것으로 대부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나 라이코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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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수 제공15) (Gives Term Count)

어떤 검색엔진은 전반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검색어에 대한 검색 계,
산 도 해 준다(retrieval count) .

출력 옵션16) (Output Options)

어떤 형식의 옵션이 있는지 이용자가 각각의 결과 페이지에 레코드 수를 지정

할 수 있는지 결과를 그룹 짓거나 웹사이트에 의하여 나눌 수 있는지. .

유사한 자료17) ("More Like This")

검색엔진 중에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레코드와 유사한 다른 레코드를 찾아준

다.

특징18) (Special Features)

경험이 많은 검색사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검색엔진의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을 수행할 때 직접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혹은. (
기관 디렉토리 무료 전자메일 기상레포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add-ons") , , .

국외검색엔진3.2

알타비스타1) (AltaVista) (http://www.altavista.com)

알타비스타는 년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키워드형 검색엔진이며1995 12 1998
년 월부터 분류목록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검색이 가능하며 억 개의1 . 1
웹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검색대상은 월드와이드웹 한글정. (
보 검색 가능 유즈넷 뉴스 뉴스그룹에 등록된 기사의 내용을 직접 데이터베이), (
스로 구축 비즈니스 정보 및 인명정보검색이 가능하다), .
특징으로는 방대한 자료와 빠른 속도 및 검색옵션을 제공한다 한글을 비롯하.
여 불어 일어 등 다국어를 지원한다 등록되어 있는 색인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
정보를 찾아서 갱신한다 기사 검색의 경우 검색어를 통한 검색에 날짜별로 검.
색이 가능하다 유즈넷 뉴스의 정보검색을 위해 뉴스서버와 뉴스 인덱스를 따로.
두고 처리해 그만큼 효율성과 속도가 높다 자연어검색과 전문검색을 제공한다. .

이용하기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어 와 유사성이 있거나 개념Refine ( )
적으로 확장된 단어들을 키워드로 함께 선정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기능을 말

한다 알타비스타는 로봇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파일 날짜 등을 통하여.
웹 문서가 가장 최근에 갱신된 날짜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알타비스타는.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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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의해 접근이 가능한 웹 정보자원만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므로

고퍼 텔넷 등에 대한 접근은 제공하지 않는다(Gopher), (telnet), ftp .
부울 연산자 검색이 가능하고 구문검색 뿐만 아니라 인접연산자를 사용해 검,
색할 수 있다 필드검색과 오른쪽 절단검색도 제공한다 단어의 대소문자 구분이. .
되며 단어의 첫 자가 대문자이면 고유명사로 구분한다.

인포시크2) (InfoSeek) (http://www.infoseek.com)

인포시크는 년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키워드검색엔진으로 개의 채널1994 2 18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채널 서비스 제공은 최근의 검색엔진의 추세이며.
인포시크 외에도 익사이트 라이코스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분류목록과 유사하,
지만 분류목록이 인터넷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당분야에 속하는 정보

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고 한다면 채널 서비스는 특정분야에 속한 정보 중에서

좋은 것 추천할만한 것 위주로 내용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관련된 뉴스나' ' ' ' ,
최신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안내하고자 한다.
인포시크는 손쉬운 사용법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알타비스타 심마니 네이버와, ,
같이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므로 일상적인 문구를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인.
포시크는 부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나 검색 소프트웨어가 지정한 단어를 포

함한 문헌을 검색하도록 부울 연산자인 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AND .
검색방법으로 하나의 세트로 묶여진 검색결과를 원할 때 파이프 라는 특수문(|)
자를 사용한다 그 외에 이 있는 문구대상으로 설정할 때는 링크를 설. URL url:,
정해 둔 곳을 검색할 때는 특정 사이트와 관련 있는 곳 검색은 타이link:, site:,
틀을 검색 대상으로 설정할 때는 로 표기한다 검색대상은 웹 유즈넷 비즈title: . , ,
니스 검색 인명 검색 지리정보 회사정보 최신 뉴스로서 홈페이지 상단의, , , ,

단추를 사용한다Stock, News, Maps .
출력형태를 지정해 주는 옵션은 따로 없고 제공하는 기본값 에 따라(default)
적중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한 페이지 당 개 간략한 성명 등이 출력된다 검10 , .
색결과에 관련된 특징으로는 출력될 때 화면의 왼쪽에 현재 검색된 내용과 관련

있는 웹 디렉토리의 주제별 목록이 함께 표시되는 점이다 검색결과 출력화면.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검색상자를 이용하여 차 검색을 통해 검색된 내용만을1
대상으로 재 검색할 수 있게 한다.

를 이용하면 웹의 최고의 사이트에 링크시켜준다 각각의GO Network Centers .
고유 네트워크 센터에서 이용자는 특수한 주제 분야의 정보를 상호작용 하에 수

월하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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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이트3) (Excite) (http://www.excite.com)

익사이트는 키워드 검색엔진으로 현재 천만 개의 웹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6
로 구축하고 있다 검색대상은 웹과 유즈넷뉴스 데자 뉴스 이용 이며 와. ( ) Search

라는 두 가지 축을 서비스의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익사이트 홈페이Browse .
지에서 검색 과 파워 서치 채널서비스 그리고 기(Excite Search) (Power Search),
타 부가 서비스로 헤드라인 뉴스 주식시세 광고모음 인물 지리정보를 제공한, , , ,
다 채널의 각 분류목록은 홈페이지의 검색기능과 동일하다 홈페이지 검색에서. .
는 기본적인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검색옵션을 지정할 수 없으나 파워 서치에서

는 자세한 검색옵션 지정이 가능하다.
익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에서는 부울 연산자나 큰 따옴표 등의, +, -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파워 서치에서는 이들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 대.
신 파워 서치에서는 검색대상 검색조건 검색결과 출, (phrase, must, must not),
력형태 등을 지원하는 옵션이 제공된다 파워 서치에서만 제공되는 출력옵션으.
로 옵션에서 검색된 결과에 제목 및 간"Display my results by document with"
단한 설명을 붙일 것인지 제목만 나타나게 할 것인지 한 화면에 몇 개씩 출력, ,
되게 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Display the top 40 results grouped

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문서를 각각의by web site"
웹사이트별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익사이트의 특징으로. Intelligent Concept

이라고 불리는 개념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되거Extraction(ICE)
나 개념상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검색결

과 출력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다.
익사이트에서는 검색결과를 북마크로 지정해 줄 수 있다 핫밧에서도 가능함( ).
유용한 정보가 많이 포함된 검색결과 화면일 때 해당페이지를 북마크로 지정해

주면 된다 익사이트의 이용자 지원서비스로. Sign In, Member Services,
의 가지 서비스가 초기화면의 상단 우측에 설정되어Member Directory, Help 4

있다 익사이트와 몇몇의 다른 서비스들은 동일한 적합성 문서로부터 검색식을.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고빈도 단어를 사용하는 적합성 피드백 옵션("more like

을 제공한다this") .

라이코스4) (Lycos) (http://www.lycos.com)

년 월 대학 센터의1995 6 Carnegie Mellon Machine Translation Michael
박사가 개발한 검색엔진이다 라는 자동 검색 로봇을 이용Maudin . 'Scout Index'

해 웹 페이지를 갱신하고 있으며 웹 고퍼 문서와 파일도 검색한다 라이코, ftp .
스는 인터넷 정보원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최신성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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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색엔진보다도 뛰어나다 주일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며 주일. 1 1
마다 약 만개의 홈페이지가 추가된다 라이코스의 크기는 만이며 이600-1000 . 50
는 개인 홈페이지 혹은 그림과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포함하지 않은 수이다.
키워드검색과 주제검색 모두 지원하며 특징으로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검색을

들 수 있다 특히 는 웹사이트 중 가장 선호되고 신뢰도가 있는. Lycos Top 5%
년부터의 정보를 제공한다 는 이용자가 지도 정보를 필요로1994 . Roadmaps Help

할 때 주소 도시 주 코드 국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 , , , .
검색어가 등장하는 빈도 수나 중요도 등을 자체 계산해서 일정한 점수를 매긴

다음 높은 순서로 표시한다 검색어가 제목에 있는 경우 점수가 높다든지 나오, . ,
는 빈도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수를 주고 점수에

따른 순서대로 출력해 준다(Narrow a search, User-controlled relevance
라이코스의 검색환경으로 홈페이지 검색과 프로 서치 가factors). (Pro Search)

있으며 프로 서치는 인접연산자를 제공하며 출력건수를 혹은 에서10, 20, 30, 40
선택할 수 있다.

핫밧5) (HotBot) (http://www.hotbot.com)

핫밧은 컴퓨터 잡지로 유명한 와이어드사가 잉크투미 와 공동으로 개(Inktomi)
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키워드형 검색엔진으로 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1994 .

를 이용한 개의 분류목록도 함께 제공하며 천만 개의 웹 페이지Look Smart 15 5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검색대상은 웹 유즈넷 헤드라인 뉴스 비즈니스 인물 전자메일 주소 쉐어, , , , , ,
웨어 검색 이들 검색기능은 모두 외부 회사와의 라이센스를 통해 제공 영문검( ),
색을 제공한다 특징적인 기능은 도메인별 파일형태별 세부적인 검색이 가능하. ,
다 또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셕쉐이브 등 파일의 속성에 따른 검색옵션까지. , , ,
설정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파일 검색에 적합하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검색결과를 북마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옵션을 풀다운 메뉴로 만들어 놓아

사용자는 선택만 하면 된다.
검색환경으로는 홈페이지에서의 검색과 을 클릭하여"More Search Options"
사용할 수 있는 가 있다 전자에서 제공되는 검색기능은 기간별"Super Search" .
옵션설정 미디어 타입 파일형태 별 옵션설정 등 기본적인 검색이고 후자에서는, ( )
도메인별 미디어 타입별 날짜별 검색옵션을 더욱 자세히 지정한다 핫밧은 매, , .
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매번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을 위해 검색

옵션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검색결과 출력으로는 타이틀 점수 처음 몇 줄의 텍스트full descrip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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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핫밧에 추가된 날짜를 출력 타이틀 점수 처음URL, , ), brief descriptions( , , 1
줄 텍스트 출력 타이틀과 점수만 출력 검색 출력 방식에 관계없), URLs only( ),
이 공통적으로 출력되는 사항 등이다 핫밧은 중복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될 때 그것을 동일시하고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그들을 대체시킨다.

웹클로러6) (WebCrawler) (http://www.webcrawler.com)

웹클로러는 미국의 사가 운영하는 검색엔진으로 우수한 사이American Online
트를 모아 놓은 주제 디렉토리 이외에 자동검색엔진에 의한 웹 문서 검색서비스

를 실시한다 평범한 영어 문장을 사용하여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출력.
하게 해 준다 즉 단어나 구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요구사항과 일. Search
치하는 웹 문서 목록을 출력한다 를 사용하여 구검색을 할 수 있고 전치사. "...." ,
수사 특수기호 등은 자체 시소러스 사전에 의해 불용어로 취급한다, .
검색방법으로 부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 연산자 도 사(near, adj)
용한다 인접 연산자 뒤에는 숫자를 기입하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NEAR
은 인접 연산도이다 여기서 연산자 뒤에 기입된 숫자가 없으면 두 단어. NEAR
가 연결된 것으로 보며 두 단어의 순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는 순서. ADJ
대로 연결된 것으로 구와 같다 제한 검색은 가능하지 않다. .
검색결과의 출력방식을 살펴보면 검색시 검색 페이지의 출력옵션 에서, (show)
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문서의Titles Summaries Titles

제목만 출력하고 옵션을 선택하면 제목은 물론 요약문과 일치도, Summaries ,
을 출력한다 를 클릭하면 선택한 문서와 가장 유사한 페이URL . Simmilar Pages

지부터 출력한다.

야후7) (Yahoo) (http://www.yahoo.com)

년 제리 양과 데이빗 파일로에 의해 개발된 야후는 주제별 검색엔진의 가1994
장 대표적인 것으로 검색기능이 다른 검색엔진들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보 체계적인 주제별 검색 서비스 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 )
하며 비교적 검색과정이 쉽다 야후는 사람이 직접 수집한 레코드를 가공 분류.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적더라도 질적으로는 우수한 자료를 제공하다 개의. 14
대분류를 통해 개 이상의 분류항목을 제공하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25,000
으로 한 키워드 검색을 함께 지원한다 검색대상은 월드와이드 웹 유즈넷 뉴스. ,
기사 데자 뉴스 이용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이용 를 검색할 수 있으( ), , , (Four11 )
며 검색어 입력창 바로 아래의 메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최근 주일Search . 1
동안의 로이터 뉴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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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간격으로 변화 여부를 체크해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에 틀린 링크가 거의 없

다 즉 야후에서 찾은 정보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 .
또한 한국 현지법인인 야후 코리아를 년 월 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는데! 1997 9 1 ,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많이 알려졌다는 것과 국가별 야후 검색엔진이 같

은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이며 또한 웹,
상의 정보수집을 사람이 직접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야. ,
후는 다른 검색엔진과 마찬가지로 년부터 검색이란 틀에서 벗어나 뉴스서비1998
스 가상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및 게시판 동호회모임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 , ,
포틀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검색 초보자인 경우에는 야후 검색엔진과' (Potal) ' .
같은 주제별 분류표를 권한다.
야후의 구성은 가지 메뉴로 나눈다 첫째 메뉴는5 . What's new, Check E-mai,

둘째 메뉴는 각종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연결시켜 주는Person alize.
기능이다 등 셋째 메뉴는 다른 나라나 다른(Yellow Page, People Search, Map ).
주의 야후와 접속하거나 다른 유용한 사이트와 접속 가능한 곳 넷째 메뉴는.
How to Include Your Site, company Information, contributors, Yahoo! to Go.
다섯째 메뉴는 홈페이지의 검색어 입력상자의 옵션 메뉴로 검색 대상 설정 검,
색방법 및 영역 설정 검색할 기간 지정 검색 결과 출력 개수 설정, , .
검색종류로는 주제어별 검색과 키워드형 검색이 가능한데 키워드형 검색은 홈

페이지에서의 기본 검색 주제별 분류 아래서의 검색 옵션 검색으로 이루어진, ,
다 검색방법에서 특수기호 제한검색 제목에 라는. , (+,-), (t:joe boxer joe boxer
두 단어가 들어 있는 문서 검색 절단 기능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구 검색도 지),
원하고 있다.
검색결과를 알파벳순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결과가 많을 경우 이 방식을 이용

하면 효과적이다 야후는 다른 검색엔진보다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작다는 약.
점을 다른 검색엔진(AltaVista - WebCrawler - HotBot - Lycos - InfoSeek -

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Excite - Image Surfer - DejaNews - More...)
해서 보완하고 있다.

메타클로러8) (MetaCrawler) (http://www.metacrawler.com) ->

http://www.go2net.com

년 워싱턴 대학의 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년 월에1995 Erik Selberg 1997 2
가 인수 하였다 메타클로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GowNet .

만 메타 검색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메타클로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유용한.
메타 검색엔진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초 마다 라는 검색15 Me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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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정보를 갱신한다.
검색환경은 정보와 항목을 구분해 두고 있다 은Personal Net Search . Personal
일종의 푸쉬 기술로서 각 주제별로 다섯가지 항목을 지정해 두며 관련정보를 제

공해 준다 에서는 키워드 입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 그 외. Net Search .
에도 그리고 를 지원한다 에서는Marketplace, Resources, Options . Options

등을 제공하며 에서MiniCrawler, Low Bandwidth, Power Search Power Search
는 키워드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웹 정보 뉴스그룹 채널정보를 검색해 준다, , .
채널서비스에서는 등 개 항목으로 나뉘어지며 컴퓨터 채널로 들어computing 10
가면 관련 사이트 등이 나열되어 있고 다시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한 후 관련 키

워드를 입력할 수도 있다.
보편적인 부울 연산자 기능은 있지만 각 검색엔진의 특징에 맞는 세부적인 연

산자와 검색방법은 불가능하므로 희귀한 단어 등으로 이루어진 검색어의 경우에

만 사용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검색엔진으로부터 검색된 결과를 신뢰도에 따라.
재구성한 다음 자체적인 검색결과 출력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새비서치9) (SavvySearch) (http://www.savvysearch.com)

새비서치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개발한 메타검색엔진 또는 지능형 검

색엔진 으로 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용자(Intelligent Search Engine) 1995 .
의 검색환경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의 검색어 입력 창을 통하여 검

색어를 입력함으로써 각 검색엔진에서의 출력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새비서치는 개의 검색엔진까지 참조해 정보를 찾아준다 초기화면에서100 .

을 클릭하면 개의 주요 검색엔진들이 제시되며 자신이 사용할 검색엔'Submit' 11
진을 여러 개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새비서치는 웹에 있는 문서를 포.
함하여 인터넷에서 사람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윈도우즈 용 소프WhoWhere, 95
트웨어를 전문으로 찾아주는 각종 쉐어웨어를 찾아주는FTPSearch95,

등에도 정보검색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명령으로 다Shareware.com
양한 분야를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다.
검색엔진과 검색대상의 지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새비서치의 홈페이지,
에서 아무런 검색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시작하면

조건으로 웹에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익사이트 야후 알타비스타 등AND , ,
개의 검색엔진에게 동시에 검색을 의뢰하게 된다 만약 특정분야를 검색대상18 .

으로 설정해 주려면 홈페이지에서(WWW Resources, Software, People) Sources
를 사용하여 그 아래에 있는 검색대상 옵션을 이용하거나a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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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Experimental Interface .
부울 연산자 기능은 검색어 입력상자의 아래쪽에 위치한 검색조건 설정메뉴를

사용하며 구 검색도 수행할 수 있다 검색결과의 출력형태를 지정해 주는 세개.
의 옵션을 제공하는 데 쪽 당 결과개수 설명의 분량 등이다, , Integrate results .
쪽 당 결과개수의 기본 값은 개이며 개 등으로 검색결과 출력10 20, 30, 40, 50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설명의 분량지정은 검색된 결과에 어느 정도의 설명.
을 붙일 것인지 지정하는 옵션이다 간단하게 보통으로 자세하. (Brief), (Normal),
게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는 기본적으(Verbose) . Integrate Results
로 개의 검색엔진을 참조해 동시에 검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동시11
에 표시된다는 장점과 함께 검색결과의 중복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으

로 최종 검색결과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해 준다.

국내검색엔진3.3

심마니1) (http://www.simmani.com)

년 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한국형 검색엔진이며 국내 검색1996 3
엔진 중 가장 강력한 기능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
사의 자연어 처리팀에서 개발한 키워드형 검색엔진으로 과학 교육 법률 등, , 16
개의 분류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검색이 가능하며 여 개의 웹 문서를 데. 160,000
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만개 이상의 색인어를 등록하고 있다500,000 .
검색대상은 한국 내 웹 및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만든 웹 일부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유즈넷 뉴스나 사람에 대한 검색은 지원하지 않고 있

다 심마니의 색인은 주마다 분류서비스의 목록은 주일마다 업데이트하고 있. 2 , 1
다.
특징으로는 자연어 검색 빠른 검색 속도와 순위별 내용 보기 신조어 인식, , ,
검색결과 내에서 재 검색등이 가능하다 일회 검색으로 심마니 야후 알타비스. , ,
타 서치콤 등 네가지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검색결과에 대하여 심, .
마니 운영진은 웹 페이지의 내용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작성한 설명문을

첨가한다 사용자가 연산자 사용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어 부울 연산자.
와 한글 외래어를 영문으로 변환하여 검색하는 인공지능 검색까지 지원하고 있

다.
심봤다 서비스는 특정 사이트의 을 찾을 때 심마니와는 달리 불필요한" " URL

웹사이트나 웹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봤다 서비스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때는 약칭이 아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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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정식 명칭을 입력해야 한다 심봤다 검색 외에도 음반검색과 서적검색도.
제공한다.

네이버2) (Naver) (http://naver.com)

네이버는 인터넷을 항해한다는 의미의 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Navigate -er
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가이드 정보 바다의 항해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네이버, .
포트는 삼성 정보기술연구소의 검색엔진 팀인 웹글라이더 팀이 사내 벤쳐SDS
프로그램으로 독립한 팀이다.
국내 검색엔진 중에서 가장 자주 갱신되며 가장 많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
보를 축적하고 가장 짧은 색인 주기 한달 정도 를 갖고 있다 가장 다양한 연, ( ) .
산자 가지 를 제공한다 신문검색에서는 관련주제에 관한 검색어를 지정해 주(12 ) .
어야 하며 날짜와 신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목에서 혹은 내용전체에서 선, .
택함으로써 검색제한을 할 수 있다 출력 순서는 날짜순이나 중요도 순으로 한.
다.
맞춤정보서비스 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능적으로 찾아서 보여MyNaver
주고 관리해 주는 이다 접속할 때마다 관심 있Personalized Information Agent .
는 분야의 신문기사 최신 사이트 인터넷 검색결과 이용자가 투자한 종목의 주, , ,
가와 스포츠 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이것은 일종의 푸쉬 기술이다.
검색결과를 출력해 줄 때는 문서 가운데 입력된 검색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문장을 동적으로 추출하여 하이라이트하여 보여준다 검색어에 따라서 문서에.
대한 요약 정보가 아닌 키워드와 같은 짧은 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문서

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정보탐정3) (http://www.idetect.com)

정보탐정은 한국통신 멀티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키워드형 검색엔진으로

검색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유즈넷 검색 일간지 기사검색 일본 웹사이트 검, ,
색 이미지와 사운드파일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신문기사검색과 일본웹사, .
이트 검색은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한 메타검색으로서 정보탐정 자체가 해당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검색대상은 국내 웹 국내 신문기사 국내 유즈넷 등, , , MP3, WAV, MOV, AVI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 및 특징으로 영문 대소문자( ).
구분 구 검색 인접 연산 등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며 검색결과만을 대상으로, ,
재 검색이 가능하다 유즈넷 검색 음악이야기 뉴스 따라잡기 등 다양한 검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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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제공하기도 한다 컴퓨터 인터넷 언론매체 교육 출판 등 개로 나누어진 분. / , , / 12
류목록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파일이나 파일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MP3 AVI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내 주요 일간지의 기사검색 시스.
템을 활용한 메타검색을 통해 신문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웹에 있는.
정보 중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만을 검색할 수 있는 기독정보탐정 일본 웹 페이,
지를 직접 보거나 일본 정보를 검색하는 일본 여행 유즈넷에 등록된 내용을Web ,
직접 보거나 검색 한글 뉴스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그룹 기사도 검색 가능( )
을 진행하는 유즈넷 검색기능이 제공된다.
특정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색을 진행하는 등 특수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다 원하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
위해서 특수한 검색 옵션을 사용하는 것인데 정보탐정의 상세 검색이 바로 그러

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이다 정보탐정의 상세 검색은 웹페이지 검색. ,
유즈넷 검색 등 두 가지 상세 검색을 제공한다 웹 페이지 상세 검색에서는 확.
장 대상 필드제한검색 제목 본문 등의 검색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유, , ( , , URL) .
즈넷 상세 검색은 유즈넷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세 검색을 진행할 때에는 제

목 뉴스그룹 작성자 본문 날짜 등을 검색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
검색결과가 출력되는 화면에는 방금 사용한 키워드와 검색어 입력상자 검색,
된 문서의 개수 등이 위치해 있으며 검색된 내용은 제목 및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화면 중앙에 나타난다 또한 제일 아래쪽에는 다음 검색목록을 볼 수 있는 숫자.
와 버튼이 준비되어 있다 홈 페이지에서 검색을 진행할 때에는 검색결과에 대.
해 어느 정도 설명을 붙일 것인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상세 검색 화면에서는 개 개 개 등 출력물의 개수지. 10 , 20 , 40
정이 가능하다.
개별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내용은 검색결과에 부여된 점수 검색된 웹 페이지,
의 제목과 주소 그리고 검색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웹 페이지 앞부분(URL), 20
여 단어가 짤막하게 표시된다 제목은 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목을 클릭. URL
하면 해당 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특징으로 개별 검색결과에 색상을 부여.
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각각의 검색 결과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다.

까치네4) (http://www.kachi.com)

까치네는 자체 제작된 로봇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에 위치한 웹서버를 대상

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년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키워드형 검색엔진으로 개의 분류목록1996 1 14
년 월부터 을 함께 제공하고 전문검색이 가능하다 검색대상은 국내의 월(199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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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이드웹으로 유즈넷 검색기능은 없어졌다.
까치네에서는 검색어 입력상자를 통해 웹 문서를 검색하는 키워드검색과 분류

목록을 사용하는 브라우징기능을 제공하나 까치네의 분류목록은 정보량에 있어

서 제한적이다 까치네는 검색옵션으로 웹 문서의 본문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
지 웹 문서의 제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에서는 후자

에 비하여 많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너무 많은 검색결과가 출력될 때는 제

목에서만 검색하도록 지정하면 효과적이다 까치네의 키워드 검색에서 사용하는.
특수문자와 연산자는 조건 조건 조건 조건+(AND ), |(OR ), %(NOT ), ~(NEAR )
으로 이러한 특수문자를 검색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검색 결과 출력형태의 지정기능은 없으며 기본 값에 따라 일정분량의 설명을

붙인 검색 결과가 한 페이지 당 개씩 출력된다 검색결과가 출력되는 메인 화10 .
면은 검색어 입력상자와 검색옵션 검색에 사용된 단어 검색에 적용된 조건 및, ,
검색된 문서의 총 개수 개별 검색결과 다음 검색결과를 볼 수 있는 숫자로 이, ,
루어진다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을 진행했을 때 출력되는 개별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내용은 검색된 문서의 제목 점수로 표시되는 정확성 해당 문서의 앞, ,
부분 여 단어 해당문서의 주소 로 이루어진다20 , (URL) .

집5) ! (ZIP!) (http://zip.org)

집은 인터넷의 각종 정보원들을 체계적인 주제별 분류 하에 검색이 가능하게

제작하며 국내 통신 동호회가 개발한 것이다 집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파PC . zip
일처럼 인터넷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집은 전문.
서퍼가 직접 사람의 손으로 정보원을 주제별로 정리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필수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집 검색의 특징으로 한글 영어 동시에 검색 사이트 평가까지 검색 검색의 범! / , ,
위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하여 결과를.
보여주므로 두 언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 사용자가 영문 단어를 검색할 때 키워드로 사용하여도 한글 표

기로 된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로 버츄어파이터 도 함("VIRTUA FIGHTER3" " "
께 검색함 집 에는 들이 각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를). ! ZIP!surfer
평가한 평가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자도 검색 할 수 있다 집 이 지원하. . !
는 연산자는 단순하지만 검색의 범위는 넓다 분류에서 한글 영어를 한꺼번. ZIP! /
에 분류명 분류설명에 대해 검색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한글 영어를 한, /
꺼번에 사이트 제목 설명 평가에 대해 검색한다, , .
두 단어 이상을 검색하고자 하는 구문검색에서 띄어쓰기와 이들을 구별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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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검색어를 따옴표로 묶어서 마치 한 단어처럼 취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디자인이라는 키워드와 웹 디자인 이라는 키워드는. " "
각기 다른 검색어를 나타내게 된다 전자는 웹 또는 디자인이 모두 들어간 내용.
을 검색해 주지만 후자는 웹 디자인이라는 정확한 어구가 들어간 내용만을 검색

해주게 된다 단 이중이상의 기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움말 서비스에서 이러. , .
한 기능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검색 우선 순위는 괄호를 통해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ND
와 연산이 나란히 있으면 연산을 먼저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연산OR AND . OR
을 먼저하고 싶은 경우라면 괄호가 유용하다 즉 아담 사진 등과. , (( or S.E.S)and )
같은 연산은 아담 또는 의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 특수 연산자S.E.S .

인터넷 주소 에서 문자를 검색한다 앞에 을 붙이면 인터넷 주URL:textURL( ) . url:
소 로 검색해 준다(URL) .

미스 다찾니6) (http://www.mochanni.com)

미스 다찾니는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연구소의 이승현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초기 에는 미스터 다찾니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었으나 그 후 미스 다찾니로' '
이름을 바꾸었다 년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자체적인 로봇이나 데. 1996 4
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검색엔진들의 검색결과를 한곳에서 모아

보여주는 한국적인 지능형 메타 검색엔진이다 즉 미스 다찾니의 가장 큰 장점.
은 한번의 검색으로 국내외의 여러 다양한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효과를 얻는 통

합검색엔진의 성격을 뛴다는 것이다.
검색대상은 국내외의 월드와이드웹과 국내외의 신문에 있는 정보이다 다른.
검색엔진에 질의하는 지능형 검색엔진이므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따라

서 갱신에 대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하는 연산자는 또는 그리고 어구. , ,
이며 대소문자 구분은 각 검색엔진에 따라 적용한다 아무런 연산자를 사용치.
않을 때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인터넷의 속도나 각 검색엔진들의 상태AND .
등 여러 이유로 이들 검색엔진들로부터 결과를 동시에 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미리 응답 시간을 지정하고 그 시간 안에 찾아진 것들만 볼 수 있,
다.
한편 검색어 입력상자 아래에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옵션인 통합과 비교 중에

서 선택할 수 있다 통합에서는 각각의 검색엔진에서 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중복되는 결과를 제거하고 순위가 높은 것 많은 점수를 받은 것 부( )
터 차례대로 보여준다 비교에서는 각각의 검색엔진 또는 신문 이름과 해당 검. ( )
색엔진에서 검색된 내용들이 나타남 따라서 중복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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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색결과 붙이는 설명의 분량에 설명을 어느 정도 붙일 것인지 보통 자( ,
세히 간단히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검색결과를 출력할 것인지 개 개, ), (10 , 20 , 30
개 등을 지정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지능적 간단히 없음 등 가) . , , 3
지 조건이 있지만 검색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세히와 보통은.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 간단히. .
를 선택하면 제목만 출력한다.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징에 관한 논의4.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국내외 검색엔진을 살펴본 것과 같이 각각이 다른 검색

특징 색인을 제공하며 결과물에서도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 .
서 검색엔진을 선택할 때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검색어. ,
를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제별 검색엔진의 사용을 권하며 검색엔진 선택,
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메타 검색엔진을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메타.
검색엔진은 의 와 같이 하나의 검색 화면에서 여러 검색엔진을Dialog OneSearch
선택할 수 있어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 단추를 클릭함으로써 순위가 매겨지

고 편집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질의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처음 시도하는 검색엔진으로 사용하며 그 다음 적절한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 )
을 확장하면 효과적이다 대문자가 포함된 검색어의 지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알타비스타나 인포시크를 사용한다 국외검색엔진으로 한글검색.
이 가능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야후 알타비스타 인포시크 라이코, , ,
스를 고려한다 어구 지정을 해야하는 검색을 위해서는 야후 알타비스타 인포. , ,
시크 심마니 정보탐정을 선택한다, , .
본 논문의 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검색엔진들이 자동적으로 도치색인을2
만드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색인할 적절한 정보원을 발견하여

색인하며 또한 선정된 정보원으로 링크된 다른 정보원들을 색인한다 검색엔진.
이 색인시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 발체하여 색인하였는지에 따라서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징이 결정된다 한편 색인작업을 위해 웹 문서를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좀 더 적합한 문서를 찾고 부적절하고 질적으로 낮은 문서를 배

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적합성 검색이란 검색결과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대개 적합성 판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로 검색.
어 매취 수 검색어 의 인접관계 문헌 안에서의 검색어의 위치 검색어의 빈도, , ,
수 문헌 길이 등이 사용된다 알타비스타는 검색어가 나타나는 문헌내 위치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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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헤더와 같이 앞에 나타나는 단어는 높은 가중치를 받는다 검색어가 서로),
가까이 위치한 정도 인접관계 문헌에 검색어 구가 출현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 /
사용한다 핫밧은 검색어 빈도 수와 위치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검색어가. .
자주 나타나는 문헌은 가중치를 받으며 이러한 빈도 수는 문헌의 길이를 반영하

는데 같은 빈도 수라면 긴 문헌보다는 짧은 문헌에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인포.
시크는 제목이나 메타태그에 더 우선 순위를 둔다 라이코스는 제목과 헤더에.
있는 검색어를 고려하나 메타태그의 검색어에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 익사이.
트는 검색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개념과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련 구를 찾기 위해 문헌 내용을 분석하는 Intelligent Concept
을 사용한다 그러나 메타태그에 있는 단어는 색인하지 않는다Extraction(ICE) . .

심마니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관해서 지난 몇 해 동안 알타비스타 잉크토미,

노던 라이트 만이 사이즈를 크게 증가시켰고 그들은(Inktomi), (Northern Light)
만이 넘는 웹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포시크100 (Sullivan, 1999).

는 만의 작은 규모의 웹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적합성에 있어서는 우선30
순위를 두고 있다 라이코스는 만 웹 문서에서 만 웹 문서로 올렸다 심마니. 30 50 .
는 만 여개의 웹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그 외 국내 검색엔진16 .
에 대한 정보는 제작자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다.
정보원의 최신성은 정보원의 선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

다 알타비스타는 스파이더가 주에서 주 사이에 정보를 새로 추가하거나 갱신. 2 4
하고 있어 한 달 정도 된 것이 제일 오래된 정보로 볼 수 있다 익사이트의.

는 매일 색인을 갱신하고 있다 알타비스타 인포시크 노던 라이NewsTracker . , ,
트 핫밧은 문서를 올린 날짜를 보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얼마나 새로운 정보인,
가를 알려준다 심마니와 네이버도 자주 갱신되는 검색엔진으로 꼽을 수 있다. .
멀티미디어 정보원의 개발 및 증가와 더불어 마크업 표준의 개발로 인한 새로

운 포맷들로 인하여 검색엔진에서 특별한 미디어 형태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

다 핫밧에서는 이미지 쇼크웨이브 자바스크립트 자바 오디오. , , , , , Acrobat,
비디오와 을 검색할 수 있다 알타비스타에서는 필VBScript, ActiveX, VRML .

드 검색 부호들을 사용해 이미지와 애플릿을 검색할 수 있다 라이코스는 그림.
과 소리검색을 파일 이름과 텍스트에 기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정보탐정ALT .
은 파일과 파일 등 멀티미디어 정보원을 검색한다MP3 AVI .
대부분의 검색엔진들은 간략검색과 고급검색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이 두 검

색기능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익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 검색과 파워 서치검. ,
색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옵션을 제공하는 페이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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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직접 입력상자에 선택항목을 타입하기 보다는 풀 다운 윈도 혹은 버튼

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시크 라이코스 심마니 네이버 등과. , , ,
같이 차 검색결과 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은 신속하1
고 정확한 검색에 기여한다 핫밧과 익사이트에서 제공하며 검색 결과를 북마크.
로 지정해 주는 기능은 적합한 문서가 많을 경우 효과적이다 검색 결과 출력시.
요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어를 하이라이트해 주는 기능과 신속한 평가에 도

움을 준다 그러나 네이버에서는 요약정보가 아닌 키워드만 제공함으로써 내용.
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검색엔진의 출현 이후 증가된 검색엔진의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저자 검색과 같은 더 많은 필드 검색 옵션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검색기능을 저장하는 고급 기능 등의 향상된 기능들을 희망한다 검색엔.
진의 목적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수월하게 검색하고자, ,
함에 있으나 정보원의 막대한 크기와 질적 통제의 결핍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전반적인 색인에 관련된 연구를 포함하여 이미지 내용을 색인하는 연구.
와 비디오를 요약하는 향상된 기술이 검색엔진의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효과

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Schwartz, 1998).
지면상 더 포함하지 못한 국내외 다양한 일반검색엔진과 특화된 검색엔진들이

더 조사 분석되기를 기대하며 주요 검색엔진에 대한 개요 및 효율적인 검색전략

과 검색엔진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면 서치 엔진 워치

와 같은 정보원들이 참고가 된다(http://searchenginewatch.com) .

결론5.

검색엔진의 출현 이후 그 숫자와 다양성에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기존의 검색엔진들도 꾸준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
기 위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비교적 많은 사용자 그룹을 갖고 있는 국내외

검색엔진들의 기능과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검색엔진의 효과적인 검색을 도모하

고자 함에 있다 아홉개의 국외검색 엔진과 여섯개의 국내검색엔진을 조사 분석.
하였고 검색엔진의 선정에는 주제별 검색 키워드형 검색엔진 메타검색엔진을, ,
포함하였다 검색엔진의 기능과 특성을 좌우하는 검색엔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색인방법과 검색엔진의 종류 및 검색엔진 평가 요소도 다루었다.
검색엔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의 목적은 가장 좋은 검색엔진을 결정하는 것

이다 그 연구 결과에서 주로 최고로 좋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검색엔진들. ,
의 수행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제각기 검색엔진들은 다른 검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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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최고라고 할 수 없으며.
검색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정규적으로 하나 이상의 검색엔진을 사용한다는 것

이다(Schwartz, 1998).
본 논문에서도 조사 분석된 검색엔진들은 그들의 색인방법 검색기능 특징에, ,
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이와 같이 아직은 하나의 검색( ).
엔진이 모든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
다양한 검색엔진의 성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외 검색엔진 뿐만 아니라 국내 검색엔진도 지난 년에 발표된 연구 이란1997 (
주 최경화 와 비교할 때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비롯해 상당한 진보를 보여, , 1997)
주고 있다 새로운 검색엔진들의 출현과 함께 기존의 검색엔진들의 변화에 민감.
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전문가에게 검색엔진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 분석 관, ,
찰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특화 전문 검색엔진에 대한 조. /
사분석 및 좀 더 다양한 여러 메타검색엔진들에 초점을 둔 비교 연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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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글쓰기에서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학문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철학자 하이트헤드가 지금의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
불과하다 고 빈정거리듯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는 인용이 학문" ,
을 후대에까지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나긴 역사의 여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대가 끊기고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거대한 학문 지식 이 개척되고 축적되어. ( )
진 데에는 인용이라고 하는 독특한 학문의 자연증식 방법의 덕택임은 그 누구든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학문의 생명력은 인용이라는 끈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인용은 성서나 여러 고전에서 보듯이 타인의 말을 그대로 따오기도 하고 자,
신의 논증을 설득적으로 전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논증의 타당성 또는 권,
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도 사용된다 글쓰기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인.
용은 유사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선행연구를 잔뜩 인용하는 패.
턴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서 그러한 인용패턴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년대, 1850
전후하여 생겨났다고 한다.1) 누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였고 그런 점에서 나,
의 연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차별화시키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고 인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글쓰기에서 인용은 일종의 정치적인 기술로 볼 수 있다 인용대상의 지식자원.
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안의 세상 과 텍스트 밖의 세상 을 정교하(text) (context)
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규정해 본 것이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
심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용이 무한정, , .
가능한 그런 무소불위의 정치적 기술이 라는 것은 아니다 넘어서는 안되는 범.
위가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자칫 왜곡인용이나 표절과 같은 일탈행위나, ,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인용은 문헌적 근거 를 대는 작업이다 쓰고자 하는 글(literary warrant) .
의 주제에 필요한 참고문헌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절히 참조하거나 인용하면,
서 근거가 있는 글을 쓰게 된다 특히 아카데미아 의 세계에서 특정. (academia)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동의 숭배 비판 극복 등을 위해서는 문헌적 근거를 통, , ,
한 인용이 필연적이다.

1) 과학커뮤니케이션론 계량과학을 통한 과학사 남태우 정준민Price, Derek de Solla, : ( .『 』

역 민음사 쪽 물론 이것은 각주를 달고 하는 인용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 , 1994, 7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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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원으로서의 문헌은 그 자체로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합.
리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활용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의 행,
위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든 학생들의 탐구나 학습활동 과제해. , (
결 에서든 기존의 문헌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도덕적법률적 처벌을 받는) , ․
다는 말이다 결국 도서관과 같이 문헌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
에서는 합리적인 문헌자원의 활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이용자,
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지식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부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문헌이라는 지식자원을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

라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그런 의도를 반영하면서 글쓰기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의 의미 형식 위상 유형 동기 기능 등을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 , , .
나아가 인용과 관련된 윤리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왜곡인용과 표절

문제 또한 저작권법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사회학적 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점,
검하게 된다.

인용식 글쓰기2.

영어에서 인용은 과 의 두가지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둘다quotation citation .
남의 말이나 글 판례 등을 인용 인증 예증하는 것이며 그들간의 의미차이를, , , ,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할 정도이다 단지 미세한 차이라면 전자. ,

는 말한 사람 또는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타인이 말한 것(quotation) ,
쓴 것을 정확히 또는 요약해서 인용할 때 사용한다 반면에 후자 는 어. (citation)
떤 일의 증거나 권위로서 이름이나 항목을 들어 인용하지만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고 한다.2) 이러한 차이는 전자가 출판이나 편집의 세
계에서나 볼 수 있는 다소 엄격한 뉘앙스를 가지며 후자는 글쓰기나 말하기에,
서 흔히 사용하는 인용현상을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라 하겠다.
한편 한자인 인용 은 끌어다 쓴다는 의미이며 순수 우리말로 하면 따, ( ) ' ' , '引用

옴이라 할 수 있다 김영민이 풀이한 것을 참조하면 인용 의 의미는 남의' . , ( ) "引用

말이나 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끌어다 쓴다 이며 이는 남의 글이나 말" , ' ', '
필요한 부분 끌어다 쓴다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 ' .3)
2) 이 구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듯 싶다 여러 권의 영한사전이나 영영사전에.
서는 두 용어에 대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전에서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다 신영한대사전 교학사 쪽. , , 1992, 2322 .『 』

3)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쪽 참조, , , 1996, 6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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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의 글이나 말은 어디서 끌어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인용, ' ' (where) . ,
문헌의 출처를 의미한다 출처가 얼마나 포괄적인가 포괄성의 정도 는 개인의 서. ( )
재 주변의 서재 그리고 도서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인용문헌의 출처가 개인의, , .
서재나 주변에 있는 서재라면 아마도 편협적이고 자의적인 인용이 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인근의 도서관과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문헌들을 망라적으.
로 섭렵하여 선정한 문헌을 인용하였다면 보다 성의있는 인용으로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둘째 필요한 부분은 무엇을 끌어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체로 자신, ' ' (what) .
의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인용에

사용하게 된다 그게 단어나 개념이든 구절이든 문장이든 그 판단은 인용자 자. , ,
신의 필요 또는 구미 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자칫 잘못 사용하면( ) . ,
자의적인 왜곡의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셋째 끌어다 쓴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끌어온 것을 어떻게, ' ' (how)
활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인용의 방법을 말한다 인용의 동기나 관행에 따. , .
라 천차만별의 인용방법이 가능하다.

인용의 형식1)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따와서 자신의 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인용의,
사용 형식상 다루어지는 몇가지 주요한 논점이 있다 이것은 논문의 편집이나.
출판 과정에서 본문내용과 인용부분을 뚜렷하게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즉 본문속에 인용 문 을 어디서 어떻게 표시하며 인용문헌의 서지를 나타내는, ( ) ,
인용주의 위치나 표시형식 그리고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는가 하는 논점들이다.

인용의 표시(1)

본문속에 인용 문 을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인용부분이 텍스트인 경우와 콘텍( ) ,
스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텍스트인 경우는 인용문 인용구절 에 의. ( )
해 인용이 되는 것으로서 문장부호 등 를 사용하여 표시하, (' ', " ", , )「 」 『 』

기도 하고 인용문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행 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 ) .別行 4)
텍스트인용은 인용문헌에 있는 그대로 따오는 것이 관례이다 설혹 인용문의.
문장의 논리나 철자가 틀려 엉성한 인용구절이 되더라도 말이다 그런 경우 왜.
곡인용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엉성한 표현 때문에 문맥의 흐름,
4) 박신홍 출판학사전 경인문화사 쪽 참조, , , 1991,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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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문이 분명 틀리더라도 인용의 가치가 있으.
면 틀린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틀린 것을 꼭 상기시키고자 한다면 틀린 부분에.
원문대로 라고 표시할 수 있다 부득이 원문에 손을 댈 경우에는 대괄호'[ ]' . ([ ])
를 사용하여 가필 할 수 있다 외국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외국어 그대로( ) . ,加筆

인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용할 것인지는 글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도 원칙은 원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래도 특별한 경우. .
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편 콘텍스트인 경우는 대개 문장부호가 없이 인용하게 된다 간단한 용어, . ,
개념 방법 등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구분이 되지만 인용문헌의 콘텍스트를 나름, ,
대로 해석하여 인용 하는 경우라면 인용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용구절을 인용문으로 표시하지 않고 본문 속의 문장으로 소화시켜. ,
해체하는 것이기에 왜곡인용의 우려도 있다 인용 자체를 드러내지 않을 경우라.
면 표절의 위험도 생기게 된다, .

인용서지의 형식(2)

인용의 표시와 더불어 인용문헌에 대한 서지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서지.
의 표시는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용서지를 인용주 또는 주기 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위치이다, ( ) ( ) .註 註記

인용주는 내용주 해설주 와 참조주 인용문헌의 서지 표시( , explanatory notes) ( ,
가 있으며 둘다 적당한 위치에 표시된다 이와 같은 인용주는reference notes) , .

기입되는 장소에 따라 두주 본문 위에 방주 본문 측면에 할주( , ), ( , ), (頭註 傍註 割

본문 중간에 그리고 각주 본문 아래에 미주 본문 마지막에, ), ( , ), ( , )註 脚註 尾註

등으로 구분된다 예전의 세로짜기 글쓰기 관행에서는 두주 방주 할주 등을 사. , ,
용하였으며 최근과 같은 가로짜기 형식의 글쓰기에서는 대체로 각주와 미주를,
많이 사용한다.
둘째 피인용 대상이 되는 인용문헌 즉 단행본 논문 남의 말 등의 특정 부분, , , ,
또는 전체 에 대한 서지의 기술형식이다 대체로 인용문헌은 저자 서명 출판( ) . < , ,
사 출판년 페이지 와 같은 간략한 서지요소로 기술되며 다른 문헌서지와 구분, , > ,
할 수 있을 정도에서 표시되고 있다 너무 많은 서지요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
며 서로 다른 인용문헌들을 상호간에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서지요소의 기술은 글쓰기의 세계에서 표준화된 형식 이나 관례(styles)

를 따르게 되는데 그 형식과 관례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conventions) ,
로 구분될 수 있다 형식 매뉴얼 이라고 불리는 매뉴얼에 준하는. (style manual)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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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주로 시카고대학 매뉴얼. (Chicago Style Manual), MLA(Modern
형식 형식Language Association) ,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등이 대표적이다.5) 논문이나 저작물의 출판을 담당하는 단체 학회 협회 연구( , ,②

소 등 나 출판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작성지침을 따르는 경우이다 자신만의) . ③
고유한 형식을 고집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서지형식의 표시에,
일관성이 없거나 독자가 판독하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용의 표, .
시방법인 인용주와 참고문헌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위치가 다르고 기호법. ,
도 차이가 있다.6) 또한 인용주를 사용할 경우는 인용되는 모든 문헌을 표시하게
되지만 참고문헌을 사용할 경우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인용되지 않았지만, . ,
참조한 문헌까지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용문헌의 수와 참고문.
헌의 수는 똑같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고문헌. ,
수는 인용문헌수보다 많아질 수 있다 한편 인용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가지는. ,
논문이 있을 수 있으며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
인용주가 참고문헌을 대신하든지 참고문헌이 인용주를 대신하든지 하는 경우이,
다 물론 인용주나 참고문헌이 없는 논문들도 많다. .

인용의 위상2)

인용은 학술적 글쓰기 즉 학술논문에 있어 논증의 근거가 되어 논문의 합리,
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논증의 근거로서 선행자의 권위를 빌어 인용하.
지만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인용자에게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 ,
정받은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인용되어지기라도 한다면 권위의 대물림,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용을 하면서 또는 인용을 받으면서 학술적 권위는 공유되고 전달된다 그래, .
서 인용은 학술적 담론 광장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정치술 이 된다 다른( ) .政治術

사람의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며 권위의 영향을 받음 남에게도 자신의 권위를( ),
내세우게 되는 권위의 영향을 미침 정치적인 행위가 인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
5) 형식이나 관례를 범주를 넘어 와 같이 국제적인 표준 이 마련되어ISI 690-1975 (standards)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형식매뉴얼을 사용해 와서 그런지 현재로서는 국제표.
준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최근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문헌의 인용형식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6) 예를 들어 페이지를 표시할 경우 인용주에서는 인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해당 페이지,
만을 표시하며 참고문헌에서는 인용문헌의 전체를 나타내는 페이지가 표시된다 즉 특, . ,
정 문헌의 부분인 논문인 경우 인용주는 인용문헌의 특정한 인용부분을 표시하고 참고, ,
문헌은 문헌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위해 논문의 전체 페이지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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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인용에는 글쓰는 개인만의 주장 발언 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 ,
집단적 세력을 과시하는 심리도 깔려있다 인용자는 인용을 발판으로 해서 그.
무리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기회를 가진다 패러다임을 공유하거나. ,
연구전선의 한쪽 편에 가담하여 학술적 세력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요컨대.
이 점도 정치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인용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권위 권력 의 관계를 형성하는( )
주요한 장치이지만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심리가 있다 그것은 인용문, .
헌이 논문의 중심에 당당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인용주라는 형식을 통해 논문의

변두리 각주나 미주 로 밀려나는 현상에 담긴 심리를 말한다 인용과 인용주를( ) .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무엇인가

있다는 말이다 논문작성자인 인용자가 인용주를 외곽으로 보내는 행동속에 내.
재되어 있는 묘한 심리를 말한다 미리 언급하자면 거기에는 인용자와 피인용자. ,
의 관계를 종속관계 또는 주종관계로 명확히 나타내고자 하는 인용자의 심리적

의도가 작용하는 것이다.
인용에 의한 종속관계는 학술담론의 세계에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용을 이러한 종속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
오랜 동안 저작권법 문제를 다루어왔던 한승헌 변호사에 의하면 인용은 남의,
저작물을 자기의 저작물 안에 삽입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인용하는 사람의 저,
작물이 주 가 되고 인용당하는 남의 저작물은 종 적인 관계에서 이용되어( ) ( )主 從

야 한다7)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인용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행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권

위에 종속화시키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종속관계가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글 논문 속에서만 잠시 그렇게 되며 또. ( ) ,
한 그러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 이 경우 스승의 그림자도 밟. , '
아서는 안된다는 옛말은 무색해질 수 있다 인용은 선행자 스승 의 그림자를 밝' . ( )
는 것 이상의 행위가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있는 선행자 스승 의. ( )
것을 인용하면 할수록 인용자의 권위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8)
7)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 쪽 그에 의하면 일본의 판례에서, , , 1996, 299 .『 』

도 인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인용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상 인용해서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되어 이용당하는 측의 저작물을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할 수가 있고

또한 위의 두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 후자가 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
니면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한다' .

8) 인용에 의한 권위의 확보는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파생된 것이며 동양에서는 쉽게,
허용되기 힘든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술이부작 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 )述而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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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서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기존의 권위를 활용하

였지만 그것이 크게 돋보이기라도 한다면 논문작성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
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논문작성자는 기존의 권위보다 우월성과 차별성을.
내보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픈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대등한 관.
계임을 보이고는 싶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인용함으로써 인용문헌의 권위가 돋.
보이게 되므로 인용주 정도야 외곽으로 보내는 것쯤은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
겠는가 하는 자만심도 내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용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김승철은 아주 독특하게 분석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용이란 주인 의 말씀 인 인용주 를 본문의. , ( ) ( ) ( )主 言 註

하단 이나 논문의 끝부분 으로 밀어내면서 논문작성자가 논문의 주인( ) ( ) ,脚註 尾註

임을 확인하려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9)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인용은 기존의 권위를 토대로 자신의 논문에서 주체성과 독창성을 담보받으려는

심리라는 것이다.

각주와 인용을 구분해서 글을 씀으로써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시각적

인 착각에 빠지게 된다 즉 인용과 각주를 제외한 본문은 저자의 독창적인 글이라.

는 착각이 그것이다 적어도 저자는 자신의 독창성을 가지고 다른 글을 인용한 것.

이지 그것들을 베낀 것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

용문과 각주의 이용은 합법화된 절도행위인 셈이다.10)

또한 그는 인용주를 본문의 하단이나 끝부분으로 내려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도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서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 ) ,庶子

본문속에 끌어다가 이용하고는 버리는 인용 이라는 형식은 지극히( ) ( ) ( )引 用 引用

본문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11)
보편적으로는 본문과 인용주의 관계를 심리적인 차원보다 책임의 문제에서 해

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용문헌과 인용내용 인용방식 등의 선택은 인용자의. , ,
한 선행자의 것을 베끼거나 주석을 다는 등과 같은 해석 주해 은 가능하지만 비판과 창, ( ) ,
조를 위한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판과 토론이 부재하고 순응과 숭배가 미덕인. ,
술이부작적 학문태도에서는 인용자는 종 이고 피인용자는 항상 주 가 될 수밖에( ) ( )從 主

없다 그러니 창조적 학문태도는 요원하며 숭배와 모방 권위와 엄숙이 배여있는 학문풍. , ,
토를 끊임없이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 김승철 불타는 책과 각주의 반란 동양신학을 위한 아나키즘적 글쓰기 상상, : 3(1)「 」≪ ≫

쪽(1995), 269 .
10) 위의 글 쪽, 270 .
11) 위의 글 쪽 나아가 그는 인용문이 저자의 사상에 동조하는 한에서 그 존재 이유를, 269 .
갖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인용자는 애쓰고 있기에 이런 점에서 인용문은 인용주,
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기생 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 .寄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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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용주를 외곽,
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설혹 잘못된 내용을 인용하여 어떤 문제.
가 생기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인용자의 책임이 된다, .

인용의 동기와 유형3)

한 번은 여러 권으로 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

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십오분 만에 이 다섯 권의 책에서 제게 필요한 인용문을.

찾아냈습니다 짚 한단 안에 떨어진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일 같은 것도 목차가. ,

잘 되어 있을 때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12)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젠가 그의 박학다식에 경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책에서보다는 성체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 " .

그의 책은 인용구로 가득차 있지만 그에게는 비서가 딸려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 .

로는 아마 비서로 하여금 인용 서적을 조사케 하고 자신은 최대한으로 사고의 자,

유를 누리지 않았는가 합니다.13)

나와 마찬가지로 독자들도 이 인용문을 읽었을 때 무엇엔가 속은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는 진지하지 못하고 가식적. ,
으로 인용이 만들어 지는 사례의 하나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용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동기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다 독자를. .
유인하기 위해 구색 형식 을 맞추기 위해 논증 설득 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 ) , ( )
있으며 또한 위의 인용문처럼 자신의 박학다식을 과시하기 위해서거나 인용을, ,
위한 인용의 이유로 인용을 하는 수도 있다.
인용의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김갑선의 논문이 좋은 참조가 될 것이

다.14) 학술연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맥락에서 인용의 동기를 아주 정연하게 분
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선은 인용동기를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과 인용환.
경 요인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으로는 실질. ①

적 동기 개념 및 방법론의 인용 설득적 동기 긍정과 부정하는 경우 또는 수( ); ( ,②

정과 확대적용과 같은 응용적 인용 형식적 인용 관련연구를 형식적 또는 서); (③

지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 동기 친분관계에 의한 인용 최신성 유); ( ,④

12) 쟈끄 러끌레르끄 무지의 찬양 무보수의 찬양 박인우 역 분도출판사 쪽, ( ), , 1996, 25 .『 』

13) 위의 책 쪽, 36 .
14) 김갑선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1) (1999),「 」≪ ≫

쪽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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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지식과시적 인용 로 나누어 진다) .
한편 일반적 인용동기에 미치는 인용환경 요인으로는 인용자 즉 인용주체, ①

의 환경 인용자가 처해있는 환경 인용문헌 즉 인용객체의 환경 인용문헌의( ); (②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인용자와 인용문헌의 사회문화적 관계 정보환경); ( );③ ④

도서관과 같은 정보의 축적과 제공을 위한 정보인프라 환경 국제적 지식체( ); ⑤
제 환경 국내외의 학문공동체를 둘러싼 환경 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컨대 인용( ) . ,
동기에 인용자 문헌 그리고 사회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
실제적인 인용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논문들에 나타나는 인용문헌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유추하는 방법밖

에 없다 그러나 김갑선이 제시한 인용동기는 그러한 경험에 의한 분석이기 보.
다 관련된 선행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글쓰기의 현실세계에서 활용되는 인용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용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인용동기를 탐문할 수도 없는 일이며. ,
특정한 문헌집합을 사례로 하여 일일이 인용동기를 밝혀낸다고 해도 그게 정확

한 분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의 동기를 구분하기가 곤란.
한 것 모호한 인용 이 많으며 또한 하나의 인용에도 여러 가지의 인용동기가 복( ) ,
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인용의 동기는 아주 다양하며 해당 인용자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인용의 선택이 인용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용.
문헌 인용구절 내용 등의 선정이나 인용방식의 결정은 인용자의 독특한 인용관, ,
행에 영향을 받는다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
리한 것만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용의 자의성이나 관행을 무조건 옳지 않다.
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의 요인에 의해 합리적이지 못한 인용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첫째 인용은 합리적인 정보선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자가 관, ' ' .
련된 영역을 다루는 광범위한 문헌들을 두루 섭렵하여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재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헌만을 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택된 인용정보의 질은 낮아지는 경.
우가 많다 문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가능성은 인용할 문헌정보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원칙적으로 인용은 주제와 관련있는 출판된 모든 문헌 그동안. ,
축적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하여야 한다.15)
15) 흔히들 논문의 질은 참고문헌의 질에 달려있다 고 말한다 그런만큼 망라적인 문헌검색" " .
을 한 다음 적합한 참고문헌을 선정하고 자신의 논증에 참조하여야 한다 모든 참고문헌, .
이 핵심문헌 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참고문헌의 망라적 탐색은 논문작성(key papers) ,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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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의적 인용은 인용에 있어 양심의 문제 정직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 ,
다 이것을 져버리면 인용자의 도덕이나 양심에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왜. .
곡인용이 생길 수 있고 인용을 위한 인용 가식적인 인용이 될 수 있다 어떤, , .
문헌의 내용을 진지하게 파악 한 후 자신의 본문 전개에 가장 적실한 부분을 떼

내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부분을 왜곡시키거나 단지 가식과 허세를 위해,
인용을 동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자들을 왜곡시키거나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 ,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무튼 둘다 독자들을 속이는 행위인 것은 분명.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을 숨기는 표절도 가능하다. .

인용의 순기능과 역기능4)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인용의 유형은 인용의 의도에 따라 순수인용과,
억지인용을 나눌 수 있다 순수인용은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용이며. ,
실질적인 도움 개념 방법론 등 을 받거나 설득적인 논증을 위해 소개 긍정 부( , ) ( , ,
정 응용 등 인용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에서 볼 수 있는 인용의 유, ) .
형이다.
견강부회식 억지인용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거기에는 관련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자신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억지스러운 자기인용 주변의 동료나( ),
선배의 연구문헌을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데도 인사치레를 위해 의도적으

로 인용하는 경우 무리한 근친인용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인용 자신의 박학( ), ,
다식을 뽐내기 위한 가식적 인용 인용을 위한 인용 등이 그 사례가 된다, .
인용의 또다른 원칙은 인용문헌의 실물을 직접 읽고 난 후에 인용해야 하지

만 그렇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재인용이라 한다 남의 글에 인, . .
용된 문헌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재인용하는 경우이다 그러기에 재인용은 그다.
지 좋은 방법은 못된다 원문헌을 진짜로 구하기 힘들어서 재인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해당 문헌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하여 재인용을 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는,
말이다 인용을 위해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과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인용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잘못된 인용의 되. , ,
물림이 될 수 있다 물론 인용문헌을 통해 직접 인용하는 경우라도 전체 내용을. ,
이며 그게 이상적인 바램으로 그치기 일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학술문화환경에서는, .
더욱 그렇다 이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과 같은 정보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인용자들은 자신의 책상이나 서재에 있는 문헌 최근에 읽은 문헌 또. , ,
는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헌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헌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
서관에서 다양한 문헌정보 리뷰 색인목록 제공 목차정보 등 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 , ) ,
정보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학술정보인프라.
도서관 는 질높은 논문의 산실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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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읽고난 다음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인용을 위해 내,
용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인용하는 것인지는 인용자만이 알고 있다.

인용의 순기능(1)

인용은 남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히 참조하고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
용은 남의 아이디어나 관점을 시사받거나 또는 창조적 지식을 생산해 내는 씨,
줄과 날줄이 되기도 한다 모든 창조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
모방하고 비판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것을 첨가하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 , ,
이 인용은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달리 설명하면 인용은 선행문헌의 지적 영향력을 받아 인용자가 연구전선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 특정한 패러다임과 공유하거나 대립하는.
입장에서 패러다임간 긴장과 출동이 일어나는 연구전선의 한 축에서 자리를 잡

게 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연구전선이 느슨하게 형성될 수 있다 아무튼 자. .
신이 참여한 패러다임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만일 그것이 기존의 것과 맹렬하게,
대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혁명도 꿈꿀 수가 있

다.
이처럼 인용은 특정한 지식공동체에 지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식공동체,
의 발전과 진화를 이끌어 내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분석하여 지식사회학적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인용분석(citation

이라고 한다analysis) .16) 인용분석은 지식 또는 학문의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지

식의 체인망을 그려내고 지식상호간의 관련성 지식의 구조사전, ( , histography of
도 조명해 준다 말 그대로 지식형성의 사회학 을 설명하는 것이기knowledge) . < >

에 인용의 순기능은 그런 인용분석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인, . ,
용의 역기능은 인용분석의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용의 역기능(2)

인용이 학술적 공조나 비판 그리고 극복을 통한 창조적 지식공동체를 형성하,
는 것에서 벗어나 학술적 권위 권력 와 관련되어 인식될 경우 거기에는 여러 가( )
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역기능의 사례는 맹목적 인용이나 악의적 인용에서처.
럼 인용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생기게 된다.
맹목적 인용은 인용자 인용문헌 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술이부작적( ) <
인용 을 말한다 이는 권위있는 원전 이나 외국의 선진이론을 무비판적으> . ( )原典

16) 인용분석의 지식사회학적 고찰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수상 지식사회학. , 「
의 연구방법으로서 인용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쪽. 30(2) (1999), 155-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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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이때의 인용은 원전이나 외국이론의 수용관문. ,
역할을 하며 인용자는 수입 유통 자가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관세도, ( ) .
부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용자는 아주 당당히 권위를 내세운다, .17) 이처럼 원전
이나 외국지식의 수입자를 김영민은 기지촌 지식인 이라 꼬집은 바 있다< > .
그가 말하는 기지촌 지식인의 인용형태18)는 첫째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서 문제를 이끌어내고 해결의 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언어로 된 외국,
문헌에 기대어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둘째 문제는 현실에서 제시. ,
하지만 해결책은 외국문헌에서 인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니고 허, . ,
식적으로 외국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류의 인용형태를 꼬집는 그의 표.
현 하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물밀듯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인용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

이며 인용 속에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자취를 숨기고 마치 인용할 수 있는, ...... ,

능력이 학문성의 중요한 담보인 듯 여기는 풍토는 마땅히 사라져야만 한다 익명의.

이론 뒤에 숨어서 기명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학문 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 ) < >記名

는가?19)

강준만도 정운영을 비판하면서 인용의 역기능적인 한 단면을 언급한 바 있다, .
그의 정운영 비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다음과 같,
은 그의 비판에 담긴 의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글만 썼다 하면 무조건 외국 이야기부터 끌어다댄다 나는 외국이야기가 들.

어가지 않는 그의 칼럼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의 박학다식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

지만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독특한 역사와 구조에 근거한 우리의 관점에서 바,

라볼 생각은 않고 외국 그것도 꼭 우리보다 민주화의 역사가 앞선 나라의 경험에,

의존할려고 하는지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다.20)

이처럼 맹목적 순응으로 나타나는 술이부작적 인용은 올바르지 못한 학술문화

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자칫 학문의 발전과 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전이나 외국지식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다가는 창조적인.
17) 인용에 의한 수용 말고도 번역에 의한 수용도 있다 인용이 부분수용이라면 번역은 통. ,
째로 수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18) 김영민 앞의 책 쪽, , 82 .
19) 위의 책 쪽, 66 .
20) 강준만 한겨레 의 정운영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가 인물과사상, ' ' ? 8 (1998),「≪ ≫ 」≪ ≫

쪽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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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인용의 두 번째 역기능은 악의적인 왜곡인용이나 표절에서 나타난다 술이부.
작적 인용은 숭배적 학술문화를 고착시키게 되지만 왜곡인용과 표절은 인용자,
와 피인용자간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다룰 것이다.

왜곡인용5)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은 잘 사용하면 양약 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약( ) ,良藥

이 된다 인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윤리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될( ) .毒藥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곡인용과 표절문제이다 둘다 비양심이. .
나 비도덕적 행위이며 왜곡인용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표절은 저작, ,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인용을 할 때는 인용부분의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인용이라도 남의 글이나 말에서 텍스트 그 자체를 인용하는가 아니면,
콘텍스트를 인용하는가에 따라 전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의 왜곡인.
용은 텍스트보다 콘텍스트를 인용할 때 많이 생겨난다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
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 인용은 악의적 인용이라 할 수 있다 악의성.
이 없더라도 인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남의 글이나 말을 잘못 해석, .
하여 콘텍스트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바로 왜곡인용이다.
억지적이며 무리한 악의적 왜곡인용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얼마 전에 한국의 지식사회에서 벌어진 왜곡인용의 한.
단면을 잘 보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사례는 여성인류학자인 조혜정이 식민지근대화론자가 된 경우이다' ' .
년 월 경에 있었던 현실의 일로서 조혜정이 어느날 갑자기 식민지근대1997 8-9 ,

화론자가 되어 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진보적인 문예학술지. .
인 창작과비평 년 여름호에서 실린 좌담에서 조혜정은 한국도 자주적1997 "≪ ≫

으로 근대화할 힘이 있었는데도 일본지배가 이를 방해했다는 내재적 발전론과' '
일제수탈론 등을 피해자의 비원 의식과 상처입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현' ' ( )悲願

실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말한 것을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일간지인"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하고 이 사실을 동아일보 년 월 일 가 인, (1997 8 15 )≪ ≫ ≪ ≫

용보도함으로써 드러났다 물론 조혜정은 동아일보 의 독자편지란 년. (1997 9≪ ≫

월 일 을 통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산케이신문이 틀린 내용을27 ) , ,
왜곡보도했고 동아일보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보도함으로써 자신이 식민지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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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자가 되어 버렸다고 유감을 표시하였기에 이 사건은 일단락이 맺어지게 되'
었다.
조혜정 사건은 신문 한쪽 귀퉁이에서 벌어진 조그만 해프닝이지만 조선일보,
의 최장집에 대한 왜곡인용21) 학계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지성계를 한동안 뜨,
겁게 달구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년 월호 월간조선. 1998 11 ≪

년 월 일자로 발간됨 에 실린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기자의 심(1998 10 19 ) ( )≫ 「

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전쟁관 연구, ' ' 6·25 -
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제 의 건국 추진과 더불어 주목되는 최장집'6·25 ' - ' 2 '

의 한국 현대사 시각 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기사 때문이었다.」

사건발생 이후 최장집은 즉각 해당 잡지의 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언,
론 지상에는 관련기사가 연일 보도되곤 하였다 또한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45 ․
중심으로 조선일보 허위 왜곡보도 공동대책위가 긴급히 조직되어 대책활동에' · '
들어가는 등 일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었다 한참이 지난 뒤 최장집의 고소취하.
로 법률적인 매듭이 풀렸지만 한국 지성계에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용문헌의 전체적 맥락과는 다른 부분을 의도적으로 왜곡.
인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벌어지.
고 전개되었기에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분석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
다.22)
위의 두 사건은 왜곡인용과 충분히 관련있어 보인다 그러나 년 월말에. 1997 7
벌어진 김민수의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은 인용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사건의 발단.
은 대체적으로 년 월 일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김민수가 서울1996 10 17
대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 교육 년사 년 라는 논문 때문이라고 한/ 50 : 1946 1990∼ 」

다 김민수는 이 논문에서 서울대 미술대학의 초기 몇몇 교수들이 친일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3)를 각주를 통해 인용하였던 것이다 김.
민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미술대 인사위원회 측에서는 선배 교수들의 친일활

동을 언급한 인용과는 상관없다고 하였다지만 자신들 선배의 명예를 훼손한 것,
21)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제 민사부 결정에 의하면 왜곡에 의한 명예훼손의 우1998 11 11 ( 51 ) ,
려가 있다고 하였다.

22) 사건발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신문 의 학술담당기자인 김윤정은 다음의 글에서≪ ≫

사건의 일단을 분석한 바 있다 김윤정 최장집 교수의 사상 논쟁이 남긴 것 현대. , ,「 」 ≪

사상 년 쪽3(1) (1999 1 2), 103-118 .≫ ․
23) 이 글은 전남대 교수인 이태호가 발표한 년대 초반 친일 미술의 군국주의적 경향1940「

성 근대 한국미술논총 년 쪽 이라는 연구논문이며 거기에는 해당 교수1992 , 320-360 ) ,」≪ ≫

들이 친일파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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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는 뉘앙스가 없지 않아 보인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 ,
태호에 의해 잘못 파악된 사실을 김민수가 그대로 인용하여 선배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문제삼은 것이 된다.24)
인용이란 타인의 글이나 말 그것도 인용자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것만,
발췌해서 인용하는 것이기에 왜곡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김영민의 언급처럼, . ,
글쓰기의 정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타자의 글이 내 글에 부분적으로 이용될 때"
어느 정도 왜곡될 것은 필연적"25)이기에 인용식 글쓰기에서 왜곡의 개연성은 매
우 높다고 하겠다 문제는 그것이 자의적이며 악의적인 왜곡이 되어서는 안된다. ,
는 것이다 국내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있기에 왜곡이 된다. ,
면 금방이라도 탄로가 난다 그러나 외국문헌을 왜곡인용하는 경우 그것이 잘. ,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문헌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
그러기에 인용식 글쓰기를 즐겨하는 강준만은 텍스트 비평인 인용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능한 인용을 길게 한다는 진술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텍스트 비평을 멋있게 하려는 건 위험합니다 멋없게 해야 합니다 짜집기니 모. . ' ' '

자이크 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듣더라도 남의 말을 인용할 때엔 가능한 한 길게 해'

야 합니다 왜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6)

표절과 저작권법 문제3.

표절의 의미1)

자신의 글을 쓰면서 남의 글을 분명히 인용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
를 우리는 표절이라고 한다 빼앗고 도둑질한다 는 의미의 한자어인 표. ' ( ) ( )'剽 竊

절 은 사전에서 보면 시나 글을 짓는데 있어서 남의 작품 내용의 일부를( ) , "剽竊

몰래 따다 쓰는 것으로서 글 도둑 글훔치기, "27)라고 설명되어 있다 남의 글을.

24)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에 지금도 여러 언론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 .
기사들 중에서 위택환의 거꾸로 선 역사바로세우기 희비 엇갈린 양 김씨 월간 인물,「 」≪

과사상 년 월 호 쪽 라는 글은 이 사건의 발단을 제법 소상하게 언급하고(1999 8 , 66-79 )≫

있다.
25) 김영민 앞의 책 쪽, , 65 .
26) 강준만 최진실 김용옥 진중권에 대하여 월간 인물과사상 년 월호 쪽, · · (1999 6 ), 64 .「 」≪ ≫

27)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쪽, , , , 1989, 3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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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도둑질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은 행위이며 그래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
알 수 있다.
영어에서 표절 은 근성이 나쁜 사람의 뜻을 지닌 희랍어인(plagiarism) ' '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표절 은 납치의 의미를 가진다plagios . (plagiary) ' ' .
이는 불어의 사전적 의미는 표절자임 라틴어의 납치 유괴plagiaire( ), plagium( , ,
인신매매와 동의어임 에서 유래된 의미이다 아무튼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 .
물을 베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양 발표하는 부도덕,
한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28) 남의 사상 작품 발명 등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 ,
름없는 표절은 글쓰기 영역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음악 음악의 천재인. (
베토벤도 표절시비에 말려든 적이 있을 정도이다 미술 건축 드라마 광고 등), , , ,
창작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영역 모두에서 표절은 생길 수 있다.
표절은 모조작을 양산하는 것이므로 거기서는 독창성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

다 자신감이 없거나 죄의식이 없는 경우 표절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
한국의 대학은 표절공화국이라는 악평을 들을 만큼 표절이 만연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과제리포트나 시험답안은 대개가 표절이라고.
한다 남의 생각이나 표현을 그대로 베끼거나 줄줄 외워서 리포트나 시험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교수들 또한 표절시비와 무관하지 않다 신진학자나 중진학. .
자 할 것 없이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표절 때문에,
어렵게 구한 교수자리마저 그만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29)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가져와서는 자신의 것인 양 하는 행위로

서 다음의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혼자서 저지르는 표절, . ,
인 것이다 몰래 남의 생각이나 글을 가져와서 사용하지만 인용의 흔적을 남기. ,
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공모 하는 경우이다 이. , (collusion) .
것은 남의 글을 대필하거나 교정 또는 편집 이상의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경우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표절행위이다 전자는, .
저작자 혼자의 책임이지만 후자는 저작자와 공모자 모두에게 표절의 책임이 있,
28) 세계일보 년 월 일 기사 참조(98 8 25 ) .≪ ≫

29)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에서 논문표절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 보(http://www.kinds.or.kr)
면 적지 않은 기사들이 검색되어 나온다 눈에 띄는 기사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수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논문표절사건 논문표절 교수 퇴출 가능 논문표절 의혹 교수, ' ' ,
사실상 징계 세계최대 중국어 사전 표절시비 논문표절 교수 직위해제 논문표절 교수, , ,
해임 정당 제자논문 표절교수 적발 박사 학위논문 대필 학위논문 대작 대필풍조 서울, , , · ,
대 교수윤리위 설치 국가연구기관 보고서 표절 대학가 리포트 인터넷자료 그대로 베' ' , ,
껴 논문웹사이트 표절정보인가 학술자료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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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표절과 저작권침해2)

표절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며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이다 타인의 저작물의, .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없이 무단복제 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현실적인(piracy)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풀이하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substantially similar) 31)이며 공, '
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 조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이'( 25 )
다 법률적 정의로서 표절은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진다 표. .
절은 무단복제 행위이며 무단복제의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질적인 판단,
에 의해 인정되며,32) 그러기에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조항인 공표된 저'
작물의 인용의 영향을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절이 아닌 적법한 인용은 어떤' .
것이 인용부분이며 어디서 인용하였다는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 .
절에서 따로 다루어질 것이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인용한 저작물,
을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표절이 아니다.
물론 저작권침해 행위로서 표절문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되려면 피해자,
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동일 영역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상황까지 고려,
한다면 자칫 문제제기로 인해 피해자가 왕따 또는 집단이지메를 당할 우려, ' ' ' '
가 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윤리나 양심의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어쩌면 법률적 판단보다 가해자가 윤리나 양.
심의 잣대에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 처리되기를 선호한다고 하겠다.

30) 이 문제와 연관되는 최근의 논쟁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쟁의 발단은 조선일. ≪

보 의 현택수의 책읽기 년 월 일 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지도교수와 제자가 공동' '(1999 6 1 )≫

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한 것은 학문적 사기행위하고 현택수가 주장한 것에서부터 시

작되었다 지도교수가 주 저자로 발표된 실제 사례를 보고 그런 것이었다 동서양의. ( ) .主

관례로 보아 학위논문을 공동저자로 발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이며 표절과,
관련시켜 보아도 지도교수가 일정한 역할을 한 논문이라면 공동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공동저자인 경우 누구의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가 하는 문제는 따져볼 만한.
것이라 하겠다 현택수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공동저자의 이름표기 순서.
를 주저자 보조저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지요소에 대한 오해' - ' ,
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보인다 이름의 표기순서를 어떤 권력의 관계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표기의 순서를 제 저자 와 제 저자 의. 1 (first author) 2 (second author)
관점에서 본다면 그 순서는 권력의 관계보다 책임의 관계 공헌도의 관계 겸양의 표시, , ,
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31) http://www.cpf.or.kr/daou/cpf/word/dec0403.htm (1999. 3. 12)
32) 이 말은 표절을 규정하는데 있어 무단복제되는 부분의 양적인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얼마나 유사하게 표절하였는가 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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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있어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모방과 저작권법상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모방으로 구별시키고 있다.33) 전자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후자는 공중에 개방된 저작물이기에 저작권침해가 될 수 없다, .34)
그러므로 표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것이 모두 표절이라 할 수 없다.
대체로 글쓰기에서의 표절 특히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에서 생기는 표절인 경,
우 표절자는 법리적인 측면보다 윤리성의 측면에서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 학, .
자적 양심이나 도덕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아카데미아의 세계가 준치외법권적.
영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고도의 도덕성을 중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표절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겠다.
이처럼 표절은 일차적으로 양심이나 윤리적인 판단을 받게 되지만 저작권법,
이라는 법리적인 해석도 가능하기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학교교육에서부터 표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여러 통로로, ,
표절방지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학교. ,
차원에서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표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자료를 만

들어 배포하거나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표절이 무엇인지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
표절예방수칙 저작물 인용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35)

33)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표Klaus Dieter Deumeland, 「
절의 효과 손주찬 홍복기 공역 법률연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 ( )」 ≪ ≫

제 집 쪽3 (1983), 475-484 .
34) 저작물은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모든 저작물이 법적 보,
호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 부류의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서는 법령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 , ․ ․
령 법원의 판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한, , ,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누구나 자유. ·․
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글쓰기와 저작권 쪽 참조. , , 1997, 15 .『 』

35) 외국의 대학에서 표절과 인용법을 소개하는 좋은 문헌은 박사가 만들어John Rodgers
놓은 다음의 강의노트를 들 수 있다. Introduction : Plagiary and the Art of Skillful「

참Citation , (http://condor. bcm.tmc.edu:80/Micro-Immuno/courses/igr/homeric.html).」

고로 동아일보 년 월 일 기사로 소개된 캐나다 노던 브리티시 칼럼비아대학(97 10 28 )≪ ≫

의 다음과 같은 표절예방수칙 은 외국의 대학이 표절문제에 대해 아주 엄격하다는 것< >
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타인의 논문을 자기 것인 양 내지 말라 같은 논문을. .① ②

다른 강좌용으로 내려면 사전허가를 얻어라 인용방법의 혼란을 피하려면 한 학회지를. ③
철저히 연구하라 출처를 인용할 때에는 서지사항을 전부 복사하라 단어 한 두 개라. .④ ⑤

도 중요한 개념은 인용부호를 사용하라 인용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것과 분. ⑥
리 하라 필요하면 각주를 달라 표절에 관해 출간된 서적을 반드시 숙독하라 표절. . .⑦ ⑧

에 대해 규정이나 관련법 처벌사항을 알라 현재 인용하려는 사람의 저작보다 자신이, . ⑨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은 이제 초심자일 뿐이다 당신의. . ⑩
아이디어가 논문속에 보이도록 하라 인용의 나열이 논문이 아니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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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변호사라 알려져 있는 박성호 변호사의 표현대로 표절에 대한 비"
판이 잦아지는 것은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36)이라면 그 진통은 하루빨리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초, .
기에는 표절이 어느 정도 용납된 점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치열한 지식전쟁의,
시기이기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업적이 단 한번의 표절로 인해 누가 되는 그

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과 인용3)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절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저작권법 위반의 한 사,
례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저작권법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에서는 년에 법률 제 호로 처음 제정되었으1957 432
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왔다 최근의 한국 저작권법 년 개정, . < >(1995
법률 제 호 은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즉5015 ) . ,
저작권법 제 절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1 ,
형식에 담아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
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7) 이것은 독창성과 표현성 모
두 갖추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저작, ,
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후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적 권

리를 말한다.38) 특히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
지만 이러한 독점성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즉 공공의 이용과 문화발전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은 제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용이나 문화발전이라는 용도가 너무 추상적이.
면서 범위가 넓은 표현이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남의 저작물을 무조건적으로 사,
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건으.
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가지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두게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다' ' .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욕망 또한 억제하라 논문 초안을 인용없이 분 정도 작성해 보. 30⑪

라.
36) 조선일보 년 월 일 관련 기사 참조(1997 5 13 ) .≪ ≫

37)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앞의 책 쪽, , 12 .
38) 저작권의 두가지 권리는 저작권법 제 절부터 절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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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

되어 저작 재산권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전부 또는 부분 인용( ,
번역 사용도 가능 을 허락하지만 거기에는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출) ,
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출처명시.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여 형사적인 제재

벌금형의 형사처벌( )39)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조와 제 조의 공표. 25 34 '
된 저작물 인용과 출처의 명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

제 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25 ( ) ·․ ․
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 조 출처의 명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34 ( ) ......①

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②

으로 하여야 하며, ......

이 규정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라면 인용을 통해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인용인.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할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현실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종다양한 인용의 사례에 적절히 대

응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다.
첫째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범위로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문헌의 유형에, .
따라 부분 인용과 전체인용의 가능성 여부의 판단에 대한 시비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용의 범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안이 생길 경우 그것에 알맞은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
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간에 필연성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의 설명(
또는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필연적인 관계 이 인용동기로서 작용해)
야 한다.40) 또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인용방법 인용문을 사용하든지 따옴( ,
표 로 구분하든지 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정당한 인용범위에(" ") ) .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또한 법률적인 판단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을 따른 합리적인 인용이란 간단히 피

39) 저작권법 제 조 출처 명시 위반의 죄 등 에 의해 출처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 100 ( )
저작물 이용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500 .

40) http://cdcc.kcdf.or.kr/counsel.htm (199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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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공정한 관행에, '
합치되는 인용을 말하게 된다' .41) 또한 합리적인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
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되며 또는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
를 가져서도 안된다.42) 그래서 외국은 공정이용 이라는 개념에 입각하(fair use)
여 저작권법에서 인용과 표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공정이용의 룰이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43)
셋째 출처의 명시가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 되기 위해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출처표시 방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즉 피인용 저작물의 모든 유형에 따라 달리 명시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인, ,
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 누구의 무엇을 어느 부분을 등 할 수 있어야 한( , , )
다는 것이다.44) 인용저작물의 말미에 첨부되는 참고문헌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는 출처명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45) 대체로 간략하면서 융
통성있는 표시방법을 허용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느 부분을 인용하였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출처의 명시가 곤란한 경우라면 생략도 무방하. ,
다 요컨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라는 저작물 도용 또는. ,
표절 무단복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 .
한편 합리적이지 못한 인용으로 밝혀졌다 인용자가 자인하거나 누가 봐도 알, ( ,
수 있는 경우 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인용하거.
나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치훼손이나 경제적 손실과는 관련이 없다면 법률

적인 위반이라기보다 도덕성의 문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4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 책 쪽, , 66 .
42) 위의 웹사이트 참조(http://cdcc.kcdf.or.kr/counsel.htm) .
43) 공정이용의 룰과는 상관없더라도 무엇이 합리적인 인용인지 왜 합리적인 인용이 아닌, ,
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합리적인 인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
을 주는 사례로는 첫째 우연의 일치를 들 수 있다 그런 원저작물이 있다는 것을 전혀, .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몰랐을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비고의적인 인용의 경우도. ,
그렇다 인용자가 실수했다고 자인하는 경우이다 셋째 피인용 부분을 조금 변용한 경우. . ,
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44) 에코 는 인용하는 것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같으며 항상 믿을(Umberto Eco) ,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용은 아주 정확해야 하므로 인. ,
용문이 들어있는 책과 페이지를 밝히지 않는 인용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도 하였다. Eco,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이필렬 역 이론과 실천사 쪽 참조Umberto, ( ), , 1991, 226 .『 』

45) 위의 웹사이트 참조(http://cdcc.kcdf.or.kr/counsel.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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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지식근로자. ,
신지식인 지식경영 지적자본 지식사회 지식기반 등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서, , , ,
지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
공적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 지식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적 지식이

라는 데 있다 아무튼 도구나 방법으로서의 지식 유기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
서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어떠한 지식이든 그것을 추구하는 데는 적지않은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학.
습을 통해 독서를 통해 그리고 연구와 같은 작업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 ,
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선행의 지식.
과의 부단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식자원으로서 문헌에 담겨있는 기.
존의 지식을 이해하고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연구 글쓰기 로서 특히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 ,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으로서 인용이라는 메커니즘이었다 인용은 기존의.
여러 지식자원을 근거로 새로운 지식자원을 만들어내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물.
론 거기에는 기존 지식의 공적인 활용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인용이 어떤 범위.
를 넘어가게 되면 왜곡이 되고 자칫 표절행위가 될 수 있다 왜곡인용이나 표절, .
인 경우라면 법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그만큼 지식자원의 인용에는, .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인용이라는 메커니즘이 가지는 사회성은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져야 한다 기존의 지식자원을 구입하는데 경제.
적인 비용을 치루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해당 지식자원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이지 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표절할 수 있는,
권리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
했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소장문헌을 통해서든지 문헌이 지니는 지적인 내용을, ,
활용하는 데에는 공정한 이용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공정한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인용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넘어갈 수,
가 없다.
그러므로 지식 자원 의 축적과 생산에의 기여라는 지식사회학적 역할을 수행( )
하는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문헌활용 특히 인용의 사회학에 대해 지금보다 더, ' '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문헌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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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공정한 문헌활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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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general
research pattern of us by using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of 767 items
of monographic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between 1957 and 1997.

서 론1.

한국의 문헌정보학사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간헐적으로나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

에서 혹은 접근하는 학자들의 배경지식에 따라 그것을 규명하려는 관점이 상이,
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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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양의 문헌정보학사를 구분제시한 등은 크게, , ,霍國慶 孟廣均 徐引篪

그 발전사를 개학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 .1)
기술학파 도서관의 기술 운영을 연구대상으로 함(1) ( , )
관리학파 도서관 관리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함(2) ( )
사회학학파 사회학적 전달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함(3) ( )
교류학파 과학분야의 교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함(4) ( )
신기술학파 컴퓨터기술을 연구대상으로 함(5) ( )
정보관리학파 정보자원의 관리를 연구대상으로 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6) ( ) .

이러한 학파설정은 문헌정보학의 기본속성인 이론과 실제간의 상보성이 강한

학문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기술응용적 기준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태우정준민은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를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다음, ․
과 같이 가지로 구분제시하였다9 .2) 선구적시대 년 이전의 시대 개(1) (1876 ) (2)
척기시대 년대 전문직 논쟁시대 년대 교육의 확립(1876-1919 ) (3) (1919-1924 ) (4)
시기 년대 창조적 재사고시기 년대 재조정시기(1924-1936 ) (5) (1936-1951 ) (6)

년대 도약적 확장시기 년대 변화국면의 시기(1951-1960 ) (7) (1960-1970 ) (8) Ⅰ

년대 변화국면의 시기 현재 등이다 이러한 학사구분은(1970-1979 ) (9) (1980- ) .Ⅱ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서 한국의 문헌정보학사 구분설정에 간접적으로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연대기적 편의에 따른 학사구분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특징적인 성격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다룬 학사구분법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는 에서 일본의 도서관학사의 발전단계를武居權內 日本圖書館學史序說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적구분은 다음과 같다4 .3)
의 단계로 시도하였다 제 의 명1) , 2) , 3) , 4) 4 . 1明治以前 準備期 啓蒙期 形成期

치이전의 시기는 고대로부터 근세말까지의 기간으로 도서관학전사로 생각되며,
제 의 준비기는 에서 년까지의 시기로서 근대 도서관이 점진2 2, 3明治初年 大正

적으로 생성되므로 그 맹아가 나타나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이것.
은 일본에서 도서관학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요소로 나타난 시기로서 미,
국의 도서관학이 도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 의 계몽기는 년경부터. 3 4 11大正

년경까지의 시기로서 근대도서관건설의 계몽운동이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일

어나고 부 현 시의 주요도서관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문, , ,
1) , , . " ", , 1998, 4. pp. 1-9.霍國慶 孟廣均 徐引篪 西方圖書館學流派論評 圖書情報工作

2) 남태우정준민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
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집, , 28 (1995.6). pp. 193-246.

3) . , , , 1960. pp. 10-13.武居權內 日本圖書館學史序說 東京 早川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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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도서관학의 요소를 소개하고 또한 강습 강연 연구발표회 등에 의해 계몽, , ,
이 행해진 시기이다 준비기에 시작된 도서관관리법의 발의는 이 시기에도 계속.
되었다 마지막 제 의 형성기는 계몽기의 뒤를 이어 도서관학이 형성된 단계이. 4
다 환언하면 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를 다시 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 3昭和

있다 즉 제 기 전쟁발발전 제 기 전쟁기 제 기 전후 가 그것이다 이 시. 1 ( ), 2 ( ), 3 ( ) .昭和

기에는 도서관기술이 대단한 발달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의 도서관기술이 소개,
되어 이것을 응용하여 일반적인 것으로 형성한 시기이다.
과거 일본의 도서관학은 물론 학으로서의 이론보다도 기술적 측면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도서관관리법은 도서관경영면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에. .
저술된 대표적인 단행본들은 다음과 같다 공저. .西村竹間田中稱城 圖書館管理․
을 위시하여 등이 나타난바 처럼(1915), (1922)法 圖書館小識 圖書館管理法大綱

주요 관리법 위주이다 이처럼 도서관 경영측면에 치우치고 있다. .
한편 한국문헌정보학사를 구분하여 제시한 이수상은 문헌정보학이 처해있는,
현상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3 .4)

제 단계 년대후반 년대 학문적 체계설정의 단계 제 단계(1) 1 (1950 -1960 ) : , (2) 2
년대 정보학의 도입 및 새로운 학명의 모색 단계 제 단계(1970-1980 ) : , (3) 3 (1990

년대이후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 단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 : .
분의 설정은 너무 광범한 학사구분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필모에 의하면 현대 한국문헌정보학사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 국립도서관학교시기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의 새로운 출발시기1) , 2) , 3)

년대 서울지역 개대학 도서관학과의 시기 년대 도서관학의 중1960 : 4 , 4) 1970 :
흥기 년대 학과의 급성장과 문헌정보학으로의 변환기 년대, 5) 1980 : , 6) 1990 :
문헌정보학으로서의 정착기 등으로 시대구분 하고 있다 이같은 학사구분은 시.
대와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내용적 관점을 투영시킨 발전적인 패러다임의 설

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기존의 이론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의 패러다임

을 설정 하고 이에 따라 그 특성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의 문헌정보학사 구분을 다음과 같이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즉 태동기6 . ,

년대 도입기 년대 성장기 년대 중흥기 년대 전환기(1940 ), (1950 ), (1960 ), (1970 ), (1980
년대 정착기 년대 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을 역사), (1990 ) .
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단계별로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4)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 : . 1998.
5)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제 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4 , : , 1996. pp. 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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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기 년대2. (1940 )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일제시대 때부터 도서관현장을 중심으로 단기강습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부터 년 전쟁 전까지 박봉석을 주축으로 하는 국립, 1950 6·25
조선도서관학교가 설치 운영된 초창기에 해당된다 또한 년 한국 교육 전반. 1957
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교육사절단인 피바디 사범대학(George Peabody

팀의 원조로 연세 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기 직College for Teachers)
전까지의 기간을 태동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시작은 년 조선교육회가 주최한 제 회 강습회로 알1931 1
려져 있다.6) 그 이후 년 조선도서관연맹이 결성1939 7)되어 교육의 주최로 나섰

지만 실제적인 교육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주관하였다 연맹주최의 강습회는, .
년 제 회부터 년 제 회까지 이루어졌으나 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더1939 1 1943 5 , 2

이상은 개최하지 못하였다.8) 이러한 초창기 교육은 도서관 운영방법에 대한 교

육이나 강습이었지 학문으로서의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교육은 세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제시대의 각종 도서관 강습회 활동까지 소급하는 경우이.
며 둘째는 년에 개교한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그 시발점으로 보는 경우이, 1946
며 셋째는 년 연세대학교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이루어진 대학과정으로, 1957
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경우이다.9) 본 연구자는 세 번째의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강습회나 국립조선도서관학교는 단순한 하.
나의 기술적인 도서관운영방법 교육이었지 학문으로서의 현대 문헌정보학 교육,
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 성립배경으로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
여부가 주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부터 문헌정보학 교육이 있었다 하여도10) 일제시대의 도서관 자체가,
일종의 사상전파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봉사위주의 도서관과

관련된 교육이기 보다는 식민지 통제위주 사상전파위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래서 단순히 도서관 관리기술에 치중한 교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거의 일본,
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년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0 , , , 1973. pp. 224-231,
7) 윤상기 한국 도서관학 교육사 발생기 년대까지 를 중심으로 동의논집 인문사회. - (1950 ) , ( ․
과학편 동의대학 집, ) 14 , 1987. pp. 179-180.

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년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0 , , , 1973. p. 225.
9)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 : . 1998.
10) 윤상기 한국 도서관학 교육사 발생기 년대까지 를 중심으로 동의논집 인문사. - (1950 ) , ( ․
회과학 편 동의대학 집, ) 14 , 1987. pp. 17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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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중심으로 관리운영되던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 학교명을 로 결정한 의미와M. Dewey 'School of Library Economy'
흡사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초기의 교육형태였다.
해방 이후 시기는 국립조선도서관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년부터1946
년까지 년간만 운영되다가 중단 되었다 도서관학이 대학교의 정식과정으1950 4 .

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로서 이 기관은 년에 개교하여 년, 1946 1950
동란으로 폐교된 국립조선도서관학교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사회6.25

교육을 담당할 도서관 증설과 사서수요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이 학교는 년 월 일에 개교하였는데 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 1946 4 1 , 1945
민통치에서 해방되면서 사회교육을 담당할 도서관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

시에 도서관이 증설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사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도서관학 교

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이재욱박봉석의. ․
선각적 지도력으로 국립조선도서관학교가 출현하였다.
이 학교는 비록 단명하였으나 그 졸업자들은 특히 황폐한 전후 도서관의 부흥

사업을 시대적 사명감과 열성을 가지고 계획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때의 과제들,
을 유능하게 수행하여 그 후 우리나라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발전의 기초를 조

기에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강좌용.
텍스트들이 발행되어 척박한 도서관환경에 여명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년대에는 단행본저작의 생산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론적 지식체계, 1940 ,
를 근거로 한 경험적 과학적 이론을 기초로 한 창작물에서부터 번역서까지 광,
범한 연구활동이 펼쳐지지는 않았으나 원론 및 이론 개론과 관련된 연구 형태, ,
로의 저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년대는 거의 문헌정보학교육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1940
었기 때문에 단행본저작 활동도 거의 없을 정도로 단 종만이 출판되었다 이를, 4 .
테면 해방이후 최초의 저술서로 밝혀진 년에 저술한 박봉석의 동서편목법, 1947 ' '
과 같은 시기인 년에 김수경의 조선문화사서설이란 단행본이 발행되었다1947 ' ' .
김수경의 저작은 해방이후 최초의 번역서로 규명되었다 이는 이론정립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향후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문헌정보

개발이 요구되는 실험이나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한국문헌정보학의 한 시대를 여는 태동기적 성격을 지녔다

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문헌정보학에 기틀을 마련했었던 사람들의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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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열 헌신적 노력 및 업적들은 도서관 사상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또한, .
저작활동은 그 당시 시대적상황으로 인해 아주 빈약했지만 그래도 이같은 연구,
활동으로 말미암아 한국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태동기라고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도입기 년대3. (1950 )
년 발발한 동란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서관학자인 박봉석과 이재욱1950 6·25

을 그 해로 잃게 되었으며 당시 년의 역사를 쌓은 국내 유일의 정규 도서관학, 4
교육기관이었던 국립도서관학교를 문닫게하고 말았다.
그러나 년은 한국도서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로 기록될 수 있1955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 . , 4 16
가 창립총회11)를 거쳐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론의 정립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단행본저작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
한 저작은 년에 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규칙규정집 발행을 시작으로 해1957 ' '
서 년에 윤구호의 색인초록까지 총 권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이같은1999 ' ' 96 .․
단행 본 출판은 한국의 문헌정보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

다 총 권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주로 용어집이나 규정. 96 .
집 해설집 등이 주류를 이루다가 현재에는 이론정립이나 이론응용 등의 저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권중 저술서가 권 역서가 권 으로. 96 84 (87.5%) 12 (12.5%)
조사되어 외국의 이론도입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을 주.
제별로 분석해보면 경영 권 정보학 권 분류 권 정보서비스 권 목록, 13 , 12 , 9 , 8 , 7
권 도서관사 권 문헌정보학일반 권 연구방법론 권 주제별서지 권 정보관, 7 , 6 , 5 , 5 ,
리 권 색인초록 권 자동화 권 독서지도 권 그리고 정보사회론 권 계량5 , 4 , 4 , 3 2 ,․
서지학 권 장서개발 권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단행2 , 1
본저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년 미국 인디아나대학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봉, 1953
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장차 도서관학과의 설치를 계획하면서 우선

적으로 교양학부에서 도서관학을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12)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대학과정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인 이 교양강의는 학년을 위한 부전공3-4 ,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총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개설된 과, 12 .
목은 사서분류 편목 도서관조직과 운영 참고봉사 도서선택이었다 이 강의는, , , , .

11)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협회 년사 동협회. 30 , , 1977. pp. 29-31.
12) 이봉순 한국의 도서관교육 국회도서관보 권 호. , 2 2 (1965. 2).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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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식으로 이화여대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면서 폐지하게 되었다1959 .
년에는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즉 연세대1957 . ,

학교에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도서관학과가 설치되는 연도이다.
년 이후 이봉순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었던 조근영 신재숙 연세대 도서1955 , , ,

관의 엄대섭 등 많은 사람들은 한미재단 사무실에 수시로 모여I. McRee Elrod,
한국도서관인 교육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 합의를 보고 한미재단의 미국인,

에게 협력을 요구하였다Mowat Fraser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년 한국의 교직자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피바디 사범1957
대학에서 파견된 교육사절단13)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도서관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때 도서관학당도 함께 개설하.
게 되었다.
이재철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년 월. '1957 4
연세대 문과대학과 대학원에 각각 설치된 도서관학과와 별도로 부설된 한국도서

관학당은 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학교육의 암흑기를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7
고등학교 내지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도서관교육을 대학수준으로 격상시켜

우리나라 도서관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본 학과가.
설치되기 직전의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휴전후에 각종 도서관이 재정비되고 자리

를 잡아감에 따라 사서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특히 년에 공포된 정부의. 1955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확장은 사서인력의 수요와 사서자질의 고

급화를 요구하며 한국도서관협회 임원을 비롯한 도서관계 인사들은 한국의 도서

관발전을 위해 어느 대학인가에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여 도서관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절실히 요망하였다.'14)
한편 연세대에 부설된 한국도서관학당의 고급사서 과정은 도서관 근무자들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즉 그것은 다년간 도서관에서 일.
하고 있으나 도서관학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

여 설치된 년 과정으로 처음 년간은 주간에 수업을 하였고 그후 한 동안 토요1 3
일에만 수업을 하다가 다시 야간과정으로 바뀌어 년까지 존속하였다1971 .
또한 년부터 문교부와 공동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1958
사서교사과정을 운영하여 년까지 교육시켰는데 이는 한국 중등교육현장에1963
학교도서관의 개념을 싹트게 만들었고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갖게하는데 공헌하,
였다 이러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및 부설 한국도서관학당의 출현은 두가지.

13) 한준상김성학 현대한국교육의 인식 서울 청아출판사. ( : , 1990). pp. 153-158.․
14) 이재철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사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들 서울 구미무역 주. - , , ( ), 1994.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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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서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

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이 도서관이나 관련기관에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 ,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켰고 둘째 피바디사범대학 교육 사절단과 맺은,
인연으로 인해 실용적 지식과 기술 위주의 미국식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전통

화 되었다.
한국도서관학당은 년에 국립조선도서관학교가 폐쇄된 후 우리나라 도서관1950
학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도서관학과에서 충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할 때까지의

과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전쟁후 미국의 교육원조정책에 의해 년 연세대학교에 도, 6.25 1957
서관학 학사 및 석사과정이 설치되는 역사적인 시기를 한국문헌정보학의 출발시

기라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로부터 도서관교육의 수준이 대학수준으로 격상되.
어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년대는 도서관협회의 창립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과의 설립이라는1950 ,
획기적인 시기로서 차후 학문과 현장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년대의 단행본저작의 발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한국의 문, 1950 .
헌정보학 교육이 대학에 도입된 시기였기 때문에 저작활동에 있어서도 한 주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광범한 저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교수해야 할 텍스트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시기는 컴퓨터기술. ,
이나 정보에 관한 개념보다는 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원론적 저작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론 정립에 관한 저작이 주류를 이,
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도입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측면.
보다 이론적 논리나 철학적 내용을 규명지으려는 태도로 보인다.
이와 같이 년대에는 문헌정보학 교육이 도입된지 얼마안되는 시기였기, 1950
때문에 단행본저작 활동에 있어서도 년에 장일세의 학교도서관 운영법과1959 ' '
동년에 이재철의 주제명 목록의 연구 의 간이 도서관 자료목' ', Susan G. Akers '
록의 역서 그리고 미국 국회 도서관 편인 중국일본 및 한국자료의 목록을' , ' ․
위한 예비규칙과 편람이 백린에 의해 년에 발행되었으며 또한 동년에 듀' 1959 , '
이십진분류법 및 상관색인 개정표준 제 판 이 한국어판 번역심의회 역' ' ( 15 )' DDC
편으로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 및 역서의 형태가 연세대학교 도서관. '
학 총서로 발행된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형태가 뒤에 출발한 대학 등' . E, C, S
에 영향을 주어 초창기의 학과 총서가 많이 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 .
이처럼 이 시기에는 단지 종의 단행본만이 출판되어 그당시 시대적 상황을10
고려하더라도 아주 열악한 저작활동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대 후반.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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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실무에 필요한 단행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발행되는데 이는 전술한바,
처럼 대학도서관의 확충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기.
에는 학회설립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미국식.
도서관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현장에서 뿌리내리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

입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년대는 전반적으로 초창기의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1950
시기였으며 특히 우리 식의 학문을 하고자 하는 자각이 처음으로 생겨났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행본 저작활동은 한국문헌정보학이 이제 막 우.
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도 아주 열악한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는 있지만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입기라고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성장기 년대4. (1960 )
문헌정보학 교육이 도입기에 대학에 학과로서 설립되어 그 교육과정의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도서관학과 설치에 대한 관심이 년대에 높아지게 되었다1960 .
연세대학교의 문헌정보학 개설에 뒤이어 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년에1959 , 1963
는 중앙대학교 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각각 학과가 개설되어 개대학이 활, 1964 4
발한 학문연구를 펼치게 되었다 즉 연세대학교에 처음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
고 나서 년후에 개대학으로 성장되었다7 4 .
성균관대학교는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한 다음해인 년에 위의 연세대학교1965
부설 한국 도서관학당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 사서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

였다 이것은 정사서 과정 사서교사 과정 및 준사서 과정을 두고 학교도서관을. ,
포함한 각종 도서관에 재직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

움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년대는. 1960
서울지역 개 문헌정보학과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처리와 관리기4 ,
술로 대표되는 정보학을 도입하여 학문을 새롭게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

였던 시기였다 한국문헌정보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미 국문헌정보.
학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결국 미국은 기존의 도서관학 에 정. (Library Science)
보학 을 추가하는 문헌정보학(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으로 학명을 변경하게 되며 한국에서도 도서관학의 대안으로 문헌정보Science) ,
학이라는 학명이 등장하게 된다.

년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단행본저작에 있어서 이정표적인 연도로1960
기억할만하다 그것은 년에 의 도서관학개론이 유영현에 의해 연세. 1961 Butler ' '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과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 연구 61

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제 집으로 발행되어 도서관을 근대문명의 산물로 인식하9
고 일종의 사회제도와 그 기능에 대하여 인류의 기억을 현대인에게 사회도구, ' '
로 인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학에서 개론서의 부재,
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시켜 주게 되었다 그리고 년에는 임종순에 의해 도. 1969 '
서관학개론'15)이 최초로 발행되어 학문적 도약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에 정규과정이 성립된지 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출판되었으며 그 시10
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도서관학 체계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체계논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이 도입된 이래 최초의 논의라는 점이다 둘째, . ,
도서관학이 기술 또는 기술학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문과학이라는 과학

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도서관학의 명칭에 대한 비판이 최초로 제시되. ,
었다 넷째 도서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제시로서 서양 도서관학. ,
의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서관학도 불안과 회의가 없이 도서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양성에 보다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학에 도큐멘. ,
테이션과 정보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시기에 제기되었다.
한편 년대의 단행본저작의 발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후반기에, 1960 .
정보학과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등 연구주제가 단 한 주제영역,
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
다양한 업무가 전산화되었다는 경향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년. , 50
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론개발보다는 그 당시 컴퓨터기술을 근간으로 한 새로

운 기법을 적용한 단행본저작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년대는 문헌정보학이 도입된 후 진정한 문헌정보학을 인문과, 1960
학으로서 학문성을 규정하려고 노력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행본저작 활동에,
있어서도 년에 이재철의 주제명표목표와 년에 정필모의 도서분류법1961 ' ' 1964 '
개론 년에 이병수의 도서 분류도론 년에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 1964 ' ', 1966 '
서관의 시설 년에 이병수 역의 도서 분류법서설 멜빌듀이의 서설', 1967 ' : ', 1968
년에 장일세의 한국목록규칙해설 년에 김경일의 우리학교도서관 등을' ', 1969 ' '
비롯해서 종의 단행본을 출판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 단행본저작 활동50 .
이 비로소 다양한 주제영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 점 등이 의미가 있다 하

겠다 또한 이 시기에 단행본 주제는 전반적으로 문헌정보학에 관한 이론 원론. , , ,
개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도서. ,
관학의 성장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학과. '
총서로서 제 집 정필모 저의 도서관학원론 과 제 집으로 심우준의 고대의 진' 1 ' ', 2 '
15) 임종순 도서관학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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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그 연대가 이 시기에 발행되었다' .
따라서 년대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이 도입되고난, 1960
후 문헌정보학을 새로이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던 시기였으며 이 때부터 도큐, ,
멘테이션과 정보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단행본저작 활동은.
전산화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저작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하며 각,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학과 총서의 발행이 활발했던 시기로서 한국문' '
헌정보학의 성장기로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중흥기 년대5. (1970 )

년 월 일 한국도서관학회 발기인 대표인 이춘희는 그의 개회사1970 1 10 16)에서
과거 년간을 편의상 둘로 나누어 전반기를 모방의 시기였다고 하면 후반기' 10 ,
는 모색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겠다 도서관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한국의 도서관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

한 시기였다 이제 도약하는 년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모방과 모색의 시대에서. 70
일보 전진한 한국의 도서관학이 연구개발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개편은 한국 도서관학 교육의 분기점으로1973
특히 교육 과정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통적인 도서관학 과목만.
필수로 남고 전공선택 과목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어학과목이 축소되고 정보학,
과목이 등장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학 교과목의 획일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년에는 당시 서울 소재 개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대학도1974 4
서관학과 교수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연대하여 학과명을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자

는 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학과명칭 변경운동은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패하였다.17)
이러한 논의 및 학과 확대개설 등으로 문헌정보학은 년대 들어서 그 체계1970
화 작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학과의 성장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서관학과가 학부과정에 개 대학에 확대개설되고 대학원과정이6
개대학에 확대개설되고 학회가 발족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는3 , .
년에 경북대학교 년에 숙명여자대학교 년에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1974 , 1976 , 1977

교 년에 강남대학교 년에는 신라대학교와 청주대학교에 각각 도서관학, 1978 , 1979
16) 이춘희 개회사 도서관학 제 집 한국도서관학회. , 1 (1970), . p. 155.
17) 이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집 권. . 7 2 (1990.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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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부산여자대학이 년에 숭의여자대학이 년에 계. 1970 , 1972 ,
명전문대학이 년에 년에 동부산대학 등 개의 전문대학에 각각 도서관1974 , 1979 4
학과가 개설되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는 년에 성균관대학교 년에는 중. 1971 , 1973
앙대학교 년에는 경북대학교에 각각 개설되었고 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1978 1974
로 도서관학 박사과정이 성균관대학교에 개설되고 년에는 연세대학교에 개, 1979
설되었다 이처럼 년대에는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학문. 1970 ․
으로서 성격이 구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해서 년에는 도서관학회 창립총회1970
가 개최되고 동시에 학회가 결성되어 학문의 진작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

다.
과 에 의하면 어떠한 학 이든지 그 학이 하나의T. Saracevic A. Rees " (science)

학으로서 간주되어 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18)라고 주장하

고 있다.
주어진 현상에 있어서 공통된 관심이 있을 것1)
확고한 자격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이 존재하여야2)
할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

연구를 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법 도구 방법론 등이 있을 것3) , ,
이론적 기저 등이 있을 것4)
그 분야에 관심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5)
을 것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을 것6) ,
전문학회나 협회 및 학술지의 출판 등이 존재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7) .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문헌정보학을 대입하면 학으로서 성격은 분명' '
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학회는 전국수준에서 살펴보면 크게 개 학회가, 4
있다 즉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서지학회. , , , ,․
가 그것이다 이러한 학회활동 중의 하나인 연구논문발표는 한국문헌정보학 지.
식체계를 이루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연구발표회나 강연회이며 둘째는 학회지나 기타 연구자료를. ,
출판한다 이러한 학회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실례로서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발표. , ,
된 논문은 연구활동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학회활동의 각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T. Saracevic & A. Rees. The Impact of Information Science on Library Practice,
Library Journal. Vol. 93, No. 19(Nov. 1968). p.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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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정보학회는 년말기부터 학회지가 도서관학 제 집이라는 제호로1970 ‘ 1 ’
발간되기 시작하여 년 집 까지 발간되었으며 년에 학회명칭이 한국문1992 (23 ) , 1989
헌정보학회로 개칭됨에 따라서 년 집 부터 학회지의 제호도 한국문헌정1993 (24 ) '
보학회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도서관학회에서는 년대' . 1970
초기에 제기되었던 학문명칭의 변경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그래서 년. 1982 11
월에 한국도서관학회에서 학회명칭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년 월과 월' ' 1983 4 9
회에 걸쳐서 학회명칭세미나를 열어 개정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이때에도 결실2 ' '
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년에는 이미 년대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1989 1970
학회명칭 변경문제가 근 년만에 다시 대두되어 학회총회에서 한국문헌정보20 '
학회로 개칭하기로 결정되었다' .
이 학회지는 초창기에 집과 집이 년만에 집은 년만에 간행되었던 것을3 4 2 , 5 3
제외하고는 그동안 연간으로 발행되어 오다가 년 집 부터 년말까지1989 (16 ) 1995
발행주기를 반년간으로하여 월과 월에 간행되었다가 년부터 계간으로 간6 12 1996
행되어 현재 총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96 .
또한 이보다 년뒤인 년에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4 1974 '
북도서관 학회가 발족되어 지방에서도 학회를 중심으로 학문연구활동이 활발하'
게 시작되었다 이 학회는 학회명을 년에는 도서관정보학회로 변경하여. 1978 ' '․
전국규모로 확대시켰다 년부터 발행된 도서관학논집 제 집은 발행주기를. 1974 ' 1 '
연간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년 제 집 부터는 반년간의 간행으로 그리고. 1995 ( 22 )

년 월부터 계간으로 그 패턴이 바뀌었다 또 한 학회지의 명칭도 한국도1999 3 . '
서관정보학회지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총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224 .․
그리고 년에는 한국정보관리학회가 발족되어 이 분야에 세 번째 학회가1984 ' '
탄생되었다 이 학회의 발족은 기존의 전통적 도서관학에 년부터 정보학. ' ' 1970 ' '
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도입되게 됨으로 정보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넓히고

이의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보관리학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것이다 이' ' .
학회에서 발행된 제호는 정보관리학회지 인데 년부터 년까지는 반년' ' 1984 1997
간으로 간행되었다가 년부터는 계간으로 간행되어 현재 총 편의 논문이1998 , 252
발표되었다.
정보관리학회는 매년 워크샾을 개최하여 실무자의 이론과 실제를 연마할 수

있도록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론의 정립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수,
렴하기 위해서 현대 정보관리학총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총서는 년에 윤' ' . 1985
구호김태승 공역 의 정보검색 시스템을 총서 호로 발간을 시작하여 년( ) ' ' 1 1998․
에 류인석의 자료개발정책론 제 권 까지 총 권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이' '( 29 ) 29 .
러한 총서간행사업은 한국의 문헌정보학을 한걸음 도약케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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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에 이르는 총서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서명을 현대정보관29 . '

리학총서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르며 초기에는 주로 역서간행이 주류를 이루다' ,
가 현재는 저술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권중 저술서가 권 이며. 29 17 (59%)
역서가 권 인데 저술 대 역서비율이 대 로 국내문헌정보학 연구결12 (41%) , 59 41
과가 앞서 있으며 외국의 이론도입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들을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정보학 권 시스템분석 권 정보서비스 권 주제별, 6 , 3 , 3 ,
서지 권 분류 권 연구방법론 권 장서개발 권 그리고 계량서지학 정보관3 , 3 , 2 , 2 ,
리 전자도서관 색인 초록 경영 등이 각각 권씩 분포되어 있어 문헌정보학 전, , · , 1
반에 걸친 총서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국내 저술서로는 년. 1987
총서 권으로 발행된 이두영의 도서관네트웍구조론이 출발점이다3 ' ' .

년에는 서지학회가 창립되어 학문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이루게 되었고1986 ' ' ,
이 학회에서도 학회지 서지학연구가 년 창립이래 년까지 연간으로 간' ' 1986 1993
행되어 오다가 년부터 반년간으로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1994 .
한편 재야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결성된 한국서지학회가 년에 창립되어1990
그 학회에서는 계간 서지학보가 발행되고 있다 서지학보는 년 한해만 세' ' . 1994
번 간행되었다가 그 후 년부터 반년간으로 해서 계속 간행되고 있다1996 .
이처럼 서지학관련 학회가 둘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학문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회의 분화현상은 학과의 급격한 증설과 연구인력의 증원으,
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년대 초기부터 도서관학이라는 명칭변경의 필요. 1970
성이 대두되어 공식논의를 통해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84
년에 한국정보관리학회가 발족되고 년에는 서지학회가 창립되어 특히1986 1980
년대에 들어서 동시에 두 학회가 창립되는 등 왕성한 학회활동으로 인해 문헌정

보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년대에는 단행본저작의 발간도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보학이, 1970 .
라는 새로운 주제가 기존 도서관학과 연계되어 발전된 학문성격으로 그 이론구

축과 현장에서는 정보검색이라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기 때문,
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단행본 출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대학.
에서 학부 및 석 박사과정개설과 학회의 창립으로 단행본저작 출판에 대한 환경·
이 조성되어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쳐 역서 및 저술서의 발행이 왕성한 시기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년대는 학과의 확대개설 대학원 개설 학회를 중심으로한 저, 1970 , ,
작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행본저작 활동에 있어서도,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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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김경일의 학교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와 년에 안춘근의 장서원론' ' 1972 ' ',
년에 이재철의 동서저자기호표 년에 김남석의 국설도서편목 년1973 ' ', 1975 ' ', 1976

에 천혜봉의 한국고인쇄사 년에 정필 모의 문헌정보학원론 년에 최' ', 1977 ' ', 1979
성진의 정보학원론 등을 비롯하여 종의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또한 학과' ' 121 . '
총서형태까지 나타나 단행본 출판의 중흥기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이 시기는 첫째 개대학에 새로운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것 중 숙명여, , 5
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지방대학과 국립대학에 설치되었다 둘째 기존 도서관학. ,
과들이 내실을 다져 각 소속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설치하게 되어 학문연구에 있

어 질적향상을 꾀하였다 셋째 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됨으로써 도서관의. ,
준전문직 인력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도큐멘테이션이나 정보. ,
학이라는 정보관리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학과의 확대개설, ,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개설 학문명칭변경논의 등이 있었다 또한 단행본저작, .․
활동은 비교적 포괄적인 연구 형태로의 절정기를 맞아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문헌정보학의 체계를 다지는 중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환기 년대6. (1980 )

이 시기에는 도서관학과가 대대적으로 신설되어 급성장 하게 되었고 문헌정,
보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영향으로 학회명칭도 문헌정보학회로 바뀌게 되' '
는 전환기로 볼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를 제시 한다

면 그것은 상기에서 언급한 학명변경일 것이다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은 년, . 1950
대 후반 미국의 가 도입되어 사용된 것인데 년대 후반부'Library Science' , 1980
터는 그것이 문헌정보학으로 변경되게 된다 여기에는 약 년간 사용된 학명이. 30
변경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년대에 들어서는 도서관학 교육 분야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1980 .
것은 년과 년의 년사이에 무려 개의 년제 대학과 개의 전문대학에1980 1981 2 14 4 3
새로운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교수요원 공급 등 여러 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도서관학과 수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육활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년대에 들어서서 년부터 년사이로 년동안 즉 년까지 학과증설1980 1980 1 4 , 1984
이 개 대학에 이르러 가히 폭발적 증가라 할 수 있다 년에는 계명대학교20 . 1980 ,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 , , , ,
교 충남대학교 등 개 대학에 신설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년에는 서울여, 8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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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개 대학에 년에는 대구대학교와 동, , 3 , 1982
의대학교에 년에는 경기대학교 경성대학교 전주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개, 1983 , , , 4
대학에 신설되었으며 그리고 년에는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광주대학교, 1984 , ,
등 개 대학 총 개 대학에 증설되었다3 20 .
그리고 석박사과정의 증설도 이 시기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현상.․
은 다음과 같다 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성균관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설. 1974
된 이후 년에는 연세대학교에 년에는 중앙대학교에 년에는 이화여1980 , 1983 , 1988
자대학교에 각각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년에 숙명여자대학, 1983
교 년에 청주대학교 년에 상명대학교 년에 부산대학교에 각기 대, 1984 , 1985 , 1989
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년에 창원 전문대학 년에 인천전문. 1980 , 1981
대학에도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

년 월 한국도서관학회에서는 학회명칭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문1982 11 '
헌정보학회로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처리 되어 학회명의 변경도 실패하'
였다.19)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시기에 나타날 대학차원에서의 학과명 변

경을 위한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년대 이후 문헌정보학으로의 학명변경은 꾸준히 거론되어, 1970
오다가 비로소 년대 후반에 접어 들면서부터 대학이나 학계에서 새로운 학1980
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판적인 문.
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실체. ' '
를 학명에서 너무 쉽게 빼버렸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년대에 들어서 도서관학과 개설이 급증함으로써 교수요원 공급 등1980
여러면에서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육활동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각 도서. ,
관학과는 그 소속 대학 특유의 배경과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특성있는 교과과정

을 편성하여 교육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였다 전국의 도서관학과가 모두 같은.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한다면 획일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은 졸업자들의 경쟁

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상명대학의 경우. '
의학사서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의학에 관한 교과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좋은 실례가 된다.
한편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정보검색과 커뮤니케이션 정보미디어에 관한, ,
주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년에는 정보관리학. 1984 '
회지와 년에는 서지학연구가 창간되어 연구자들이 비록 연구활동은 왕' , 1986 ' ' ,
성하게 했으나 단행본에 대한 연구량은 크게 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학회발족으로 인한 연구량의 분산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며 년, 1970
19) 이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집 권. . . 7 2 (1990.12). p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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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년대에 발행된 단행본저작을 살펴보면 년에는 김효정 역1980 , 1981
의 어린이 도서관과 년에는 윤병태의 자연과학기술문헌서지정보원' ' 1984 ' ',․ ․

년에 김남석의 자료목록학 년에 김태승 역의 정보검색시스템1985 ' ', 1985 ' ', 1987
년에 이두영의 도서관네트웍구조론 년에는 남태우 역의 색인작성법' ', 1988 ' ',

년에는 정필모의 문헌분류론 등을 비롯해서 종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1989 ' ' 278 .
년대는 단행본저작의 주제도 주로 이론개발보다는 실무에 응용한 연구활동1980

을 펼친 대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년대 초기에 제기되었던 학문명칭의 변, 1970
경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조정국면이 있었으며 학과개설의 급증으로 인한 인력,
수급의 조정과 교육 과정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보관리학회의 발족도.

년에 있었고 년에는 서지학회가 창립되어 학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게1984 , 1986
되었다 또한 단행본저작 활동은 다양한 연구 형태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 ,
주로 정보에 관련된 주제가 증가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는

한국문헌정보학의 전환기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정착기 년대7. (1990 )

학문명칭의 부적절성이 미국에서는 년이상 지속되었고 한국에서도 년이200 , 40
상 계속되어 학문명칭을 합리적으로 개명하는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였는데,

년대에는 학문명칭이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1990 .
년 전남대학교를 필두로 학과명칭이 문헌정보학과로 변경되고나서 년1985 1990

에는 부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문헌정보학과로 변경되는 과정이었다 년. 1990
대에 들어서는 서울의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다

시 일어나는데 최성진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 . "
헌정보학에서 정보학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학명을 고치

려는 움직임이었다 또한 한국문헌정보학은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도서관 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생산과 방법개발에 소홀했으므로 이를 타개하자는 움직

임도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20)
년대에도 학과설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진대학교와 중부대학교에 문헌정1990

보학과가 신설되고 전문대학에서도 대림대학과 동원대학에도 도서관학과가 신,
설되었으며 전남대학교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부산대학교 상명대학, , ,
과 전남대학교에 각각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리하여 년 월 현. 1999 2
20)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희교수정년기념논집, , , 1993. pp.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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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은 박사과정이 개교 석사과정이 개교 학부과정7 , 16 ,
이 개교 전문대학이 개교이며 기타 도서관교육 기관이 개 기관으로 양적팽32 , 8 , 7
창을 계속하여 교육의 수준저하와 인력수급면에서 우려되기도 한다.

년대의 주된 논의는 연구자들이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1990
따라 문헌정보학의 정당성을 견지하며 동시에 학문의 적실성과 주체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문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다시말해서 첫째는 학문적 성격의 문제로서 점차 과학적인 연구를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이며 둘째는 실천성의 문제로서 한국에서의 문헌정보학연구는 한국사,
회의 구체적인 현실분석에 근거하여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가능한

이론생산에 철저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한편 년대에 발행된 단행본저작의 생산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이, 1990 .
론개발이나 이론응용 이론정립에 관련된 원론 개론을 거쳐 이 시기에는 시대적, ,
요청에 의한 광범한 연구 형태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 도서관학. ,
개념의 발전이 정보학과 상호 연계된 학문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음

이 규명되었다.
이와 같이 년대는 한국문헌정보학의 서구적 이론의 모방에서 탈피해 보, 1990 ,
다 자생적인 자기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학문의 토착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 결과 년까지. . 1997
발행된 총 단행본이 종에 달한다 단행본저작 활동에 있어서도 년에 정308 . 1991
필모의 도서관문화사와 년에 김영신의 장서개발론 년에 임명순 역' ' 1992 ' ', 1993
의 도서관경영론 년에 남태우 역의 과학커뮤니케이션론 계량과학을 통' ', 1994 ' :
한 과학사 년에 노정순 역의 시스템분석과 설계 년에 김태수 역의', 1995 ' ', 1996 '
기계가독목록의 이해 년에 이두영의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과 정영미의', 1997 ' '
지식구조론 등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출판물은 정보관리학총서로 발행된 단' ' . ' '
행본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행본 연구주제도.
이 시기에 들어서는 이론정립에서부터 응용 적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 , 1990
년대는 이제 한국문헌정보학이 자리를 잡는 정착기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존의 한국문헌정보학의 왜곡된 성립구조에 대한 비판,
과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었으며 더불어 새로운 방법론 또는 연구 패러다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제 현단계 한국의 도서관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문헌정보학.
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단행본저작의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각 주제영역에서 텍스트가 개. ,
발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실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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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생산성이 지속되고 있어 문헌정보학의 정착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주제분야 인터넷 메타데이터 디지털도서관 등 의 연구개발은 계속되어( , , )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과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 문헌정보학 방법을 확실

하게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행본저작 활동도 초창기에. ,
는 시대적상황으로 인해 다소 미진하였지만 점차 다양한 연구형태로의 저작활,
동을 펼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제 한국사회에 맞는 문헌정보학의 정착화와.
효율적인 과학적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8.

본 연구는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의 단행본저작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1957 1997 .
연구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년부터 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 단행본 종수는 총 종으로, 1957 1997 767
규명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해방이후의 최초의 단행본은 박봉석의 동서편목법, '

이며 번역서로는 김수경 역의 조선문화사 서설 이다 그리고'(1947) ' '(1947) . 1957
년 이후 밝혀진 최초의 단행본은 장일세의 학교도서관운영법 이며 번역서' '(1959)
로는 유영현 역의 도서관학 개론 이다 또한 최초의 색인으로는 국회도서' '(1961) .
관 편의 국내간행물 기사색인 이며 최초의 교과서로는 김영철 등저의' '(1960) , '
고등학교 정보와 매체 로 조사되었다( ) '(1995) .
셋째 년부터 년까지 가장 많은 단행본을 출판한 다저자군으로는, 1957 1997 J,
A, Y, K, C, K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종 이상의 단행본을 출판하였, O . 10
으며 총 종 가운데 이들의 출판 생산량이 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의, 767 182

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23.7% .
넷째 연대별 생산성은 년까지는 종 년대에는 종 년, 1957 1969 60 , 1970 121 , 1980∼

대에는 종 그리고 년대에는 종이 발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대별278 1990 308 .
생산성 분석에 나타난 바 처럼 지수함수적 법칙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문의 발전상 건강한 사이클을 유지하

고 있다.
다섯째 한국문헌정보학의 성장과정을 단행본의 생산성과 대비시켜 단계로, 6
설정하였다 즉 태동기 년대 도입기 년대 성장기 년대. , 1) (1940 ), 2) (1950 ), 3)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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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기 년대 전환기 년대 정착기 년대4) (1970 ), 5) (1980 ), 6) (1990 ).
여섯째 전체적인 연구량은 년대에는 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만, 1970 1957 1970∼

을 나타내주고 있으나 년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년대의 약, 1980 1970
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년대에는 비록 년 동안의 데이터라 할3.4 . 1990 7

지라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외로 약간만 증가할 뿐이었다.
일곱째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분석 결과 연대별로 다소 증감은 있으나 지속적, ,
으로 연구되는 주제로는 문헌정보학원론 도서관경영 참고봉사 전문직에 관련, , ,
된 주제들이며 년대 이후로 점점 증가되는 경향의 주제들은 정보검색 정보, 1980 ,
미디어 이용 자 조사 등이다 그리고 감소하는 경향으로는 도서관사 분류목, ( ) . , ․
록 서지학 등이다, .
여덟째 한국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은 년 현재 대학교 개교 일반대학원, 1999 32 ,
석사과정 개교 박사과정 개교 교육대학원 개교 전문대학 개교 사서교육15 , 7 , 5 , 8 ,
원 개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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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indexing of information is interpreted
as the pre-processing of information in order to enable its retrieval. This
definition thus spans a dimension extending from classification-based
approaches (pre-co-ordinate) to keyword searching (post-co-ordinate). In the
first section we clarify our use of terminology, by briefly describing a
framework for modelling IR systems in terms of sets of objects, relationships
and functions. In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we discuss the application of
indexing functions to document collections of three specific types:
(1)'conventional' text databases; (2) hypertext databases; and (3)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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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분야1.

원하는 문헌이 수많은 장서 가운데 쉽고 효과적으로 검색되도록 시스템 개발,
자는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이는 개별 문헌의 전체 혹은 부분을 나타내는 레코드들로(1) ,
구성된다.
검색엔진 이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와 질의 간의(2) , ①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비교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배열한다.②

이용자 인터페이스 이를 통하여 이용자는 검색을 실행하고 배열된(3) , ① ②

레코드가 화면에 나타나는 형식 디스플레이 을 조절할 수 있다( ) .

그러한 시스템은 검색엔진이 질의와 레코드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고려하는 탐색이라는 정보를 찾는 행위를 지원한다, .
이에 대하여 시스템 디자이너가 제시하는 대안은 문헌 간에 존재하는 어떤IR
관계에 따라 개별 문헌을 연속으로 검색하는 브라우징이라는 정보를 찾는 행위,
를 지원한다 도서관의 서가 위에 옆으로 배열된 책을 차례로 읽어가는 것이 브.
라우징의 예이며 책 속에 있는 참고문헌이나 상호 참조를 따르는 것이 탐색의,
예이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컴퓨터로 브라우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이. .
용자가 결정한 질의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레코드를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

라 이용자가 하나의 특정한 노드를 검색하면 현재 나타난 노드와 타깃 노드 간,
의 링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결과를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시스템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객체는 다음과 같다IR .
정보욕구(1)
질의(2)
문헌(3)
레코드(4)
용어(5)

은 정보욕구 이러한 욕구를 나타내는 질의 용어로 구성되는 정보 소스 레IR , , ,
코드 및 문헌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사실 정보를 찾는 행위가 발생하는 특별한. ,
상황은 객체의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요소 간의 관계도 확인함으로써 정형화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욕구 용어 혹은 질의 용어 관계(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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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용어 혹은 레코드 용어 관계(2) - ( - )
질의 문헌 혹은 질의 레코드 관계(3) - ( - )
문헌 문헌 혹은 레코드 레코드 관계(4) - ( - )
용어 용어 관계(5) -

뒤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는 진정한 객체 객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 .
하여 처음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객체 특색 혹은 객체 속성 값이라는 관계로- - -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정보욕구 혹은 문헌의 의미 일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어떤 용어가 특정한 속성 욕구나 문헌의 특색 또는 값이라는 의미를 가졌음을,
반영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메카니즘은 그러한 관계를 확인 비교하거나 혹IR ,
은 적어도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확인 기능은 분. '
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 기능은 탐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 ' ' .
한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에이전트를 통하여 달성된다.

사람의 힘으로 즉 수작업으로(1) ,
사람의 노력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 반자동으로(2) ,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 자동으로(3) ,

다섯 가지 중요한 분석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문헌 용어 관계의 확인 즉 레코드 생성(1) - ,
문헌 문헌 관계의 확인 즉 링크 생성(2) - ,
욕구 용어 관계의 확인 즉 질의 작성(3) - ,
질의 문헌 관계의 확인 즉 검색(4) - ,
용어 용어 관계의 확인 즉 분류(5) - ,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지식을

단독으로 혹은 조합하여 이용한다.
통계 지식 용어 문헌 검색어의 발생빈도에 대한 지식(1) : , ,
형태 지식 용어와 문헌의 형태에 대한 지식(2) :
구문 지식 문장 문헌 질의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문적 요소에 대한 지식(3) : , ,
의미 지식 용어 문헌 및 질의의 의미에 대한 지식(4) : ,
상황 지식 이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발생한 상호작용의 전력에 대한(5) :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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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용어로 말하자면 그러한 지식은 기능에 대한 인풋을 구성한다 이 테, .
마는 통계적 형태론적 구문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석 수준이 다, , ,
른 인터넷 색인에 대한 최신 경향을 검토하는 제 장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다4 .
분석 기능의 수행 결과는 각각 특별한 관계의 존재 강도 성격을 나타내는 객, ,
체 속성 값의 중 집합의 디지털 혹은 비디지털 포맷으로 저장된다 분석 기능- - 3 .
의 아웃풋이 저장되면 다른 분석 기능이나 탐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본 지식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중요한 탐구 기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
질의 문헌 관계에 대한 탐구(1) -
문헌 문헌 관계 혹은 용어 용어 관계 즉 브라우징 에 대한 탐구(2) - - ( )

용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시소러스 구축 메카니즘은 이러한 탐

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질의 선정 혹은 색인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용어가 문헌을 잘 나타내는지 비교하고(1)
특정한 유형의 관계 혹은 강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용어와 용어 간의(2) ,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시소러스 메카니즘은 하이퍼텍스트에서도 브라우징이나 색인을 지원해야 한

다 용어 관계가 링크의 타겟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링크들로 표현된.
다면 이용자는 하이퍼 색인을 브라우즈할 수 있다.
장서의 양 차이점 성격이 파악되면 검색과정이 가능한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효과에 대한 요구 때문에 검색 메카니즘은 문헌의 원.
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문헌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별개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생성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문헌을 표현하는 단위를 레코드라고 하는데. ,
미리 규정한 필드의 구조화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필드는 소스 문헌의 특정,
속성 값을 포함한다 레코드에 저장되는 각 데이터의 값 속성 값 혹은 용어 은. ( - )
다음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의 세 가지는 메타데이터로서 레코.
드가 나타내는 문헌에 대한 데이터이다.
첫 번째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과 출판지 등 문헌이 생성되는 상황이나, , , ,
크기 모양 조판 혹은 색상 등의 물리적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 두 번째 항목의, , . ,
표목이나 항목 자체 같이 문헌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이 갖는 구조적 혹은 구문론

적 역할을 표시하는 용어 세 번째 개념적 혹은 구문론적 내용의 일부분으로 다. ,
루어지는 주제를 나타낸다 이 값은 단어나 구 키워드 디스크립터 색인어 혹은. ( , ,
주제 표목 등으로도 부른다 또는 분류 코드 요약 혹은 초록의 형태를 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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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마지막으로 문헌의 전체 내용이나 내용의. ,
일부를 포함하는 필드 이는 내용을 구성하는 문자의 빈도를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분석된다.

전통적인 시스템의 색인2. IR

문헌의 속성에 대한 값을 확인하여 구조화된 레코드 내의 필드에 지정하는 과

정은 분류 혹은 목록작업이라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수백년 동안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 과정은 문헌에 주제를 나타내는 코드나 단어를 부여하는 색인작성이.
핵심적인 활동이며 주제나 내용을 분석하는 복잡한 일을 포함한다 주제를 분석, .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정된 어떤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소러스나 분류체,
계의 형태로 기록되는 전형적인 의미론적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이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레코드에는 주제를 나타

내는 코드나 용어를 나타내는 필드가 있다 분류자나 색인작성자에 의하여 지정.
된 코드나 용어는 처럼 범용으로 설계되었거나 특수 분야를 위해 설계된DDC
지식기반에서 정의된 것이다.
그런데 색인작성자가 분류를 하거나 색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색,
인작성자 각자가 색인어를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

다 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 가운데 실제 색인작업에서 발생. 1950
하는 비일관성을 지적한 것이 많다 은 색인작성자가 용어를 선택할 때 영. Doyle
향을 받는 요인은 전공 주제지식 저자의 논의 범위라고 하였다 와, , . Chu

은 색인작성자가 주제를 분석할 때 영향을 받는 다섯 가지 요인을 발견O'Brien
하였는데 그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 분야(1)
본문의 사실성 혹은 주관성(2)
본문의 주제가 갖는 복잡성(3)
서지적인 구조의 존재(4)
본문의 명확성(5)

흥미로운 사실은 주제분야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우 색인작성에, ,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인문과학의 경우 색인작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작업성과도

낮다는 것이다.
사람이 색인을 작성하는 데 문제가 많다면 색인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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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리고 가 지적했듯이. Mandersloot, Douglas Spicer ,
사람이 작성하는 색인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융통성이 있고 기계적' ,
으로 작성하는 색인은 융통성이 없다 더구나 색인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든.'
간에 원칙적으로 색인작성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공통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은 사서와 정보과학자에게 익숙한 색인작성 모델Fairthorne ,
즉 문헌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색인작성법을 자세히 점검하였다.
이 모델은 모델로 명명되었으며 색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aboutness' ,
다 또한 정보검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어학적인 혹은 의미론적인 다른 방법.
보다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형성되었.
다.

문헌의 주제 내용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1) , ' ' .
색인작성자는 주제 내용을 단어 하나 혹은 여러 개로 요약되는지 확인할(2)
수 있다.
질의는 대개 어떤 주제에 관한 문헌을 찾는 형식을 취하여 무엇이 시스(3) ' ' ,
템의 색인과 매칭되는지 묻는다' ' .
검색은 매칭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문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4) ' ' .

년대에 들어 그리고 는 모델의 근거에 대하여 부정적인70 Swift, Winn Bramer
평가를 하였다 즉 그러한 모델을 적용한 정보시스템은 문제점에 대해서 학파나. ,
분야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문헌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이 개념적으로, ,
방법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헌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하

지 못하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델에. 'aboutness'
따라 색인작업을 하는 사서가 이러한 방법을 잘 모르거나 문헌에 표시된 방법으

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객관성을 가진 정보과학은. ,
정보검색에 적합한 언어를 부여하며 주제분야의 용어를 표준화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들의 주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보는 자료들

에 대하여 색인작성자가 같은 주제로 분류하는 경우에서 지지된다 예를 들면. ,
색인작성자가 똑같은 용어가 있는 두 개의 문헌에 대하여 같은 주제로 지정한다

면 그 문헌의 차이점을 알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모델의 문제점을. 'aboutness'
지적한 와 의 비평은 색인이 여러 견해의 중요한 차이를 모두 반영Swift Watson
해야 함을 강조하고 색인작성을 위한 방법에 효과적인 이론적, 'multi-modal'
배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서가 모델에 대한 기술 주제분야 용. 'about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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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표준화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은 모델의 내용 분석요소에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이 있Fairthorne 'aboutness'

다고 한다.
레코드에 기재된 것(1)
특정 문제 특정 이용자나 에이전트 혹은 특정 요구에 관해 이용되는 상(2) , ,
황

문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하려면 독자가 누구이고 무엇에 관심이 있' '
는지 알아야 한다 색인작성 과정은 문헌의 객관적인 내용을 찾는 색인작성자. ' '
개인 외에도 수서 이용자의 욕구에 관한 인식 판단 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 .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에 관한 결정에만 관여하지 않고 이 지적하듯' ' , Fairthorne
이 왜 특정 문헌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색인을 작성하는지에 관여한, ' '
다 왜 색인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용자 집단의 욕구와 성격에 대하여. ' '
질문과 가정을 하게 한다.
사서나 정보과학자가 정보검색을 위한 적절한 언어를 부여하거나 주제분야의

용어를 표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이 있다 주제분야의 용어.
표준화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분야의 문헌이나 논문에서 오랜 동안 다루어 왔다.

는 이러한 변화가 학자들이 근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술논문에Tonnies
일상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는 학자들이. Tonnies
근대 라틴어를 사용하면서도 비록 구두일지라도 모두에게 통하는 과학용어가 있

었으며 동시에 학계의 기술적인 표현과 일상생활의 언어 사이에는 외적인 차이,
점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가 내놓은 현실적인 해결책은 공통 용어의 제정으로 권위있는 국제기Tonnies ,
구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제의하는 것이다 개념을 정의 구축하고 표준. ,
화하면 그것들과 대응하는 단어가 갖는 모호함이 구분된다 그들은 모든 언어와.
사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는 공통 용어. Tonnies
를 제정하려면 심리학적 개념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년대부터 여러 주제분야의 문헌에서 용어 문제와 용어의 분류에 관하여1920
자주 논의하였다 는 에서 사회과학에서 발생하는. Thouless The study of scociey
용어 문제를 다루었는데 전문용어나 자연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과학 용어의 상대적인 때문이라고 가정한다'hardness' .
용어의 라는 의미는 특히 비유보다는 분석 도구로써 아이디어를 채'hardness'
용하는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과학에 대하여. ,

색인어 테스트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정보과학을 한 주제로Averystwyth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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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였다 그런데 그 연구의 보고서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았으며 한 다른 주제에 비해 정보과학의 용어가 정확성이, 'hard'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 용어의 일치에 근거하여 정보. ,
과학은 공기역학보다 하게 되었다'harder' .
사서는 초기에 용어 문제를 논의하거나 용어의 표준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별

다른 공헌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서가 년대에 와. 1870 Dewey
가 만든 틀을 년대까지 잘 사용해 왔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틀은Cutter 1950 .

모두 개념에 근거한 시스템이다 저자가 제목에 사용한 단어들이 충분하지 않았.
기 때문에 두 시스템은 저자들이 사용한 특정 단어보다는 구상이나 개념에 근거

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른 구조가 있으며 분류표 혹은 주제표목은 그 구조를. ,
반영해야 하며 분류 혹은 주제목록에의 기입은 문헌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가정,
한 것이다 그리고 사서와 정보제공자가 용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
유는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기 위하여 주제분야의 용어를 표준화하려

고 했던 초기의 관심과는 다른 어려움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심은 와 주제어 표목 같은 전통적인 분류 및 색인 시스템Dewey LC
이 증폭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리고 자연어에 근거한 대안이 갖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 가 개발한. Taube
후조합 단일어 시스템같이 자연어에 근거한 단일어 탐색시스템은 탐색자에게 많

은 어려움을 주었다 동의어와 동형이의어 단어 간의 모호한 관계 관점차이 등. , ,
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검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터러리 시소러스.
를 정보검색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정보검색에서 시소러스의 사용은 한 분야의 용어를 표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 분야의 문헌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며 이. ,
용자 집단이 사용하는 그 분야의 용어를 반영해야 한다 정보검색시스템의 어휘.
를 통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시소러스는 회사에 의하여 년Du Pont 1959
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정보.
시스템에서 단어 리스트를 확실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그리고 는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Mandersloot, Douglas Spicer
였다 단어 리스트 통제는 색인작성자가 선정한 용어가 조합색인 시스템 혹은. "
파일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모든 상호참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

다 따라서 단어 리스트 통제는 용어의 표준화가 아니며 오히려 과학자가 매우. ,
다양한 용어를 종종 느슨하게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대처한다."
얄궃게도 시스템의 용어를 통제하기 위하여 혹은 시스템을 탐색하는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시소러스 개념에 다른 많은 해석이 가해졌다 년대 말에는' '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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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하기를 시소러스 용어가 거의 정신 못차리게 얻어맞았다고Fairthorne , ' '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말했듯이 비록 용어가 정신 못차리게 얻어맞. Freedman ,
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년에 확인한 원래의 의미에 더해진 것은 많Vickery 1960
지 않다 는 검색이라는 맥락에서 시소러스 용어 사용법을 네 가지로. Vickery ' '
확인한 후 이를 다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자연어인 텍스트 단어를 조작된 언어인 키워드와 연결시키는 도구이다(1) .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리스트를 의미한다(2) .

키워드와 텍스트 단어 간에 구분이 이루어지든 않든 간에 시소러스는 단순히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단어 리스트일 뿐이다 키워드와 텍스트 단어.
간에 구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소러스는 색인작성자와 탐색자를 텍스트 단어,
나 탐색 단어로부터 키워드로 유도한다 텍스트 단어와 키워드 간의 구별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소러스는 탐색자가 특정 탐색에 필요한 용어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통제된 어휘에 대한 보증은 이용자. ' '
자신이 해야 하며 통제의 범위는 탐색자가 자연어와 비통제된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색인작성을 위해 통제된.
어휘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첫째 시스템의 기입 어휘가 필드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두번째 이용자가 비통제 언어에 익숙한 관계와 차이점을 색, ,
인 어휘가 얼마나 통합하고 확인하느냐에 있다.

색인 모델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가정 검색 시소러스의 발전 뒤에'aboutness' ,
있는 가정을 검토하면 색인작성자와 이용자의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일치해야,
전통적인 검색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색인은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증류할. ' '
뿐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잠재적인 관심 정보의 배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수, ,
서정책에 관한 가정의 프레임워크에서 작성된다 다른 말로 정보검색을 위한 전. ,
통적인 색인작성법은 색인작성자와 이용자가 갖는 개념 간의 밀접한 정도에 그,
리고 색인작성 과정 자체의 성격에 관한 가정의 어떤 공통된 프레임워크에 근거

한다 이 테마는 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5 .

색인과 하이퍼텍스트3.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질의 혹은 키워드 방식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색인을IR
논했다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으로 알려진 시스. 3 IR
템을 위한 색인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하이퍼텍스트와 색인을 같이 연구하는.
목적은 링크 생성 질의어 설정 검색 분류 탐색과 브라우징 등의 다섯 가지 과, , , ,



84 도서관 년 가을Vol. 54 No. 3(1999 )

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돕는 메카니즘의 기능을 완전히 만드는 데 있

다.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모델과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모델

은 각각 레코드의 집합을 구성한다는 제한된 의미에서 직접 비교될 수 있다 그.
런데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러한 레코드들을 노드라고 부른다' ' .
노드의 내용이 필드로 구조화 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문헌의 전체 내용을 담는,
중요한 필드는 예를 들면 월드와이드웹의 노드처럼 공통적이다 하이퍼텍스트( , ) .
의 노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지정하는 기술은 공통적인 것이 많으며 이러한' ' ,
분석적인 기능이 만들어지면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다른 기능이 수행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시스템에서는 레코드들이 저장되면 검색 메카니즘에 의해 서로IR
독립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한 문헌은 다른 문헌들과 여러 면에서 관련을 갖.
고 있으며 문헌 간의 이러한 관계는 색인작업중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내,
부적으로만 기록된다 그러한 관계는 문헌 간의 유사한 값을 산출하면서 동시에. ,
각 레코드 내에서 색인어가 작성되는 장치가 있다면 확인되고 이용될 수 있다, .
이에 반해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문헌 간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고 링크로 기록된다 사실 두 데이터베이스 간의 기본적인 차이' ' . ,
점은 그러한 관계가 나타내는 명확성에 있다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는 각.
각 개별 객체를 나타내는 노드의 집합 외에 각각 오리진 노드와 타겟 노드가,
배열된 짝이며 객체 객체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의 집합으로도 구성된다 그것은- .
이용자가 탐구 과정에서 링크 생성 기능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사유를 두 가지,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링크로 나타나는 관계의 성격(1)
그러한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2)

노드는 그것이 나타내는 객체가 텍스트 혹은 이미지 같은 문헌인지 아니면 색

인어 같은 문헌의 한 특색인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두 노드 간의 링크에 의해.
나타나는 관계는 이렇게 문헌 문헌 관계 용어 용어 관계 혹은 문헌 용어 관계- , - -
의 보기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첫번째 유형의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링크는 다음을 나타낸다.

문헌이 이전에 선형적 혹은 위계적으로 배열된 순서 때문에 기인하는 문(1) ,
헌 간의 구문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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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이 갖는 의미 혹은 주제와 관련해서 기인하는 의미론적 관계(2) ,

링크의 타겟이 오리진과 순서적으로 다음 혹은 이전 노드 목차이거나, ,① ②

목차에서 언급한 부분의 시작 위계상으로 위 혹은 아래 수준의 노드 경, ,③ ④

로상 현재 디스플레이된 노드에 앞서 디스플레이된 노드 용어 용어 링크의, -⑤

경우 알파벳 순 리스트상 다음 용어 등의 관계라면 그 링크는 구문론적인 링크,
로 간주된다 링크의 타겟이 오리진에서 다룬 것과 유사한 토픽의 내용. ,① ②

오리진의 토픽을 더 자세히 확장 특정 용어에 대한 주석이나 정의 관련, ,③ ④

도표 그림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 용어 용어 링크의 경우 동의어 관련어, , , - , ,⑤

광의어 혹은 협의어 등이라면 그 링크는 의미론적 링크로 간주된다 링크를 이.
렇게 간략하게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한편 처럼 링크를 개 이상의, Trigg 70
유형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링크 생성 과정의 논리적 모델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 (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모두가 오리진 노드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한 노드가 다,
른 것과 관련되는 모든 기준에 되돌아 갈 수 있다.)

오리진을 만든다(1) .
기준을 만든다(2) .
오리진이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노드와 결합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다(3) .
오리진과 관련있는 타겟 노드를 선정된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4) .

링크 생성의 기능은 전형적인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용하는 검색 메카니즘

과 매우 유사하다 검색 과정은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모든 질의어를 반복할. . (
수 있으며 문헌이 질의어와 관련있는 모든 기준을 반복할 수 있다, .)

질의를 만든다(1) .
기준을 만든다(2) .
질의가 데이터베이스 내의 문헌과 일치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다(3) .
질의와 관련있는 문헌을 선정된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4) .

장에서 설명했듯이 비교와 매칭 기능을 가진 에 대한 인풋은 레코드 생성1 , IR -
혹은 색인작성 메카니즘이라는 아웃풋을 구성한다 그것은 문헌 용어 관계를 그. - ,
리고 문헌의 특색을 나타내는 객체 속성 값의 삼중 집단을 확인한다 즉 링크- - . , -
생성과 검색은 모두가 색인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이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링크 생성에 앞서 이루어지는 레코드 생성 과정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링크 생- - , -
성 과정 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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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레코드 생성(1) -

에이전트 색인을 작성하는 에이전트는 사람이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a) . , ,
혹은 기계이다.
인풋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용어 지식의 각 아이템은 성격상 통계적 형태(b) . - ,
학적 구문론적 혹은 어의적인 것이다, .
아웃풋 문헌 필드 용어의 삼중에 의해 증명되는 문헌 지식의 각 아이템(c) . - - -
은 성격상 통계적 형태학적 구문론적 혹은 어의적인 것이다 각각 문헌의, , .(
내용 형식 구조 혹은 의미와 관련한다, , ).

링크 생성(2) -

에이전트 링크 생성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는 사람이거나 기계를 사(a) . - ,
용하는 사람 혹은 기계이다, .
인풋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문헌 지식의 각 아이템은 성격상 통계적 형태(b) . - ,
학적 구문론적 혹은 어의적인 것이다, .
아웃풋 문헌 문헌의 짝으로 표시되는 각 관계는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이(c) . -
다.

여섯 차원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과 교차하여 각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
를 가정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의 친숙한 예는 월드와이드웹이다 이. .
방대한 콜렉션에 있는 하나의 문헌에서 다른 것으로의 링크는 전형적으로 다음

과 같이 이루어진다.
소스 텍스트의 저자에 의하여 혹은 소스를 하이퍼텍스트로 변환한 책임자(1)
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확인된다.
오리진과 후보 타겟 문헌 모두의 내용 형식 구조 그리고 의미에 대한 전(2) , ,
반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확인된다.
여러 유형 가운데 오리진 타겟 관계를 나타낸다(3) - .

따라서 수작업 링크 생성은 수작업 검색처럼 시간과 노력을 비교적 많이 요하-
며 비효과적이다.
두번째 유형의 시스템은 선형 텍스트의 본문을 개별 노드로 구분하고 그러한,
노드 간의 관계를 만드는 알고리즘의 작용이 특징이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링.
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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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확인된다(1) .
대개 수작업으로 생성되는 문헌이 갖는 구조의 구문론적 지식을 바탕으로(2) ( )
확인된다.
구문론적 관계만을 나타낸다(3) .

레코드 생성 과정에 아직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노드-
가 적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시스템은 단순하다 그것은 링크가. ,

전자동으로 확인된다(1) .
노드 안의 용어의 발생빈도에 대한 통계적 지식에 근거하여 확인된다(2) .
오리진 타겟의 유사성 정도를 단순히 나타낸다(3) - .

그러한 시스템이 반자동 방식일 경우 오리진 노드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된 타겟 노드들의 작성자와 제시된 후보들 중 타겟 노드의 선정에 대하여도 표,
시한다.
어떤 방식의 시스템이든 하나의 객체를 데이터베이스 내의 가능한 모든 타겟,
객체와 비교하고 객체 객체의 유사성 정도가 미리 정의된 절단치를 얼마나 초, -
과하는지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전형적인 검,
색기술에 해당한다 그러한 시스템 개발자들은 벡터공간모형을 사용하여 다음을.
이용한다.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 공식 코사인 계수(1) ( )
문헌에 있는 모든 용어의 발생빈도 총계에 따라 그리고 모든 문헌에 있는(2) ,
개개 용어의 발생빈도 총계에 따라 빈도를 정규화하는 용어 측정 스키마-

하이퍼텍스트 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는 전통적인 기술과IR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링크 생성을 자동과 반자동 방식으로 개발 개선하고 있- ,
다.
네 번째 유형의 시스템에서는 링크의 확인도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용어 빈도에 대한 통계 지식과 문헌 혹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구문 지식( )
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데이. ,
터 색인작성뿐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그래프나 네트워크 상에서 각 노드의 위

치에 대한 위상 데이터도 고려한다.
전자동 링크 생성방법 가운데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는 차원은,
정보를 찾는 자의 탐색 시간과 관련한 링크 생성의 시간이다 중요한 차이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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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있다.
정보를 찾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하는(1)
링크 생성 방법-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보를 찾는 개인이 내린 결정에 즉각적인 반(2)
응을 포함하는 방법

이전 유형의 방법들은 적어도 노드가 데이터베이스에 더해질 때까지 안정적이

고 영구적인 링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용자가 어떤 하이퍼텍스트를 접근하.
든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어떤 길을 이미 따라왔든 그러한 링크는 검색과정에서,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개인 이용자에게 잠재적으로만 유용하다.
후자의 방법은 질의어 혹은 특정 경로 노드의 적절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피,
드백이나 개인적 판단 등에 따라 역동적이고 비영구적인 링크를 생성하는 데 사

용된다 링크 생성 메카니즘에서 사용되는 기본 지식은 통계 그리고 혹은 위상. - /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구하는 자의 현재 혹은(
이전 포지션에 대한 상황 시간에 종속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기도 한다) ( ) .
이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브라우징을 지원하기 위한 색인

의 활용법을 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앞 절에서 다룬 많은 시스템들은 하이퍼.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찾기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

라우징보다는 탐색을 지원하는데 색인을 활용하였다 같은 웹 검색. Alta Vista
서비스에 의해 수행되는 많은 시스템들은 이용자가 수동으로 생성된 링크를 사

용하여 브라우징을 계속하기 위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만 질의를 지정하

도록 한다 따라서 반자동식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자세할 것이다 검색과 브. .
라우징을 효과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웹 탐색의 핵심적인 목

적이다 이제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찾는 데 색인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
다.

색인과 인터넷4.

하이퍼텍스트 링크 브라우징은 용어에 기반한 탐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일반적인 행태이다 사실 인트라넷과 인터넷. ,
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는 다양한 색인작성법이 채용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많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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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4.1

정보 소스에 대한 색인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분석 수준은 겉에서 속까지 다를 수 있다.
단어 형태의 영분석 형태 구문 문법 혹은 의미론 의미 등의 하부 형태학적( ), ( ) ( )
수준에서 작성된 색인은 융통성있는 검색방법을 지원한다 의. Excalibur

는 비트 패턴으로 정보 소스를 색인한RetrievalWare (http://www.excalib.com/)
다 텍스트 화상 동영상 그리고 음향도 똑같은 표현방식으로 색인이 작성되고. , ,
검색도 된다 신경망 패턴 인식 기술은 다른 매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퍼지매칭.
을 가능케 한다 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Yahoo

의 를 통합하였다Excalibur Visual RetrievalWare(http://isurf.yahoo.com/) .
통계적 정보검색 기술은 키워드 역색인 키워드 어간 위치와 발생빈도로 정보, ,
를 표현하는데, AltaVista(http://www.altavista.digital.com/), Excite(http://

같은 검색엔진에 통합되었다 각각의 어간은 어의적으로 관련www.excite.com/) .
있는 용어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원칙적으로,
형태적이고 통계적인 것이다 검색은 단어의 물리적 유사성에 문헌에 발생한 빈. ,
도에 대한 통계에 근거한다.
언어분석을 구문적이고 어의적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 시도하는 시스템이 많

다 는 통계적이고 형태적일 뿐만 아니라 구문. Dr-Link (http://www.mnis.net/)
적 어의적 그리고 실제 적인 수준에서도 정보 소스를 분석하는 가장 정교한 시, ,
스템 중 하나이다 사람이 선처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증가함으로써 높.
은 수준의 어의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 Instant Search Telecoms(

는 전문가들이 색인을 작성하고 점검한 적합하http://www.instant-search.com/) ,
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탐색할 때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색인도 구축하지 않는 점차 대,
중적인 형태의 검색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탐색 에이전트들이.
인트라넷과 인터넷 프로세싱 정보에서 방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은.
지능으로 기계 학습기술을 적용하며 성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 , '
인공생명 기술로 복제와 활동 능력을 활발하게 조정한다' .

매칭 프로세스4.2

질의와 색인을 매칭하기 위하여 리터럴에서 퍼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채용한 시스템이 나타났다 같은 시스템은 키워드와 어구를. AltaVista, Ex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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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럴 매칭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도 대부분 절단 와일드 카드 매칭 외에. ,
도 퍼지의 요소를 더하고 있다.
문헌의 텍스트에서 반드시 발견되지는 않는 디스크립터 용어 혹은 분류기호( )
를 지정한 경우는 리터럴 매칭의 개념과 다르다 그러한 디스크립터는 자동으로.
혹은 수작업으로 지정되든 간에 더 특정한 용어나 개념을 나타낸다 많은.

사이트는 혹은 같은 분류기호로 분류한 정보 소스를 브라우WWW Dewey UDC
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예에는 의. Napier University Library Internet

의Resource (http://www.napier.ac.uk/depts/library/intres/ir000999.html), BUBL
가 해당한다 같은 시스템은 주제표LINK Service(http://bubl.ac.uk/link/) . Yahoo

목 리스트를 조정하여 알파벳순으로 분류한 정보 소스를 제공한다.
질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
기반한 탐색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많이 있다 의. Muscat Euroferret

은 다양한 질의어 확장 옵션을 제공한다(http://www.muscat.co.uk/euroferret/) .
그러한 용어들은 질의어에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데 사용된다 에는. AltaVista

장치가 있어 키워드 질의어에 반응하여 관련 용어를 보여준다 이용자'Refine' , .
는 검색어를 다시 제정할 때 이를 포함시킬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정한다 적합.
성은 관련된 문헌에서 단어가 동시에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는 의. DrLink
미론적 그리고 실제적 분석을 통하여 질의어 확장을 제공한다 의. Excalibur

는 퍼지 신경망에 근거한 패턴 매칭 방식을 사용한다RetrievalWare .

학습능력4.3

많은 시스템 특히 개인용 탐색 에이전트는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학습기,
능을 어느 정도 사용한다 그 대부분은 검색된 문헌의 적합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 관련한 피드백을 채용한다 학습 메카니즘은 통계적인 적합성 피드백과.
인공 신경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More Like This(http://www.morelikethis

는 통계적 적합성 피드백을 통해 검색성능을 개선한다 이용자들은 첫 번.com/) .
째 탐색에서 검색된 아이템들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하,
여 키워드 가중치를 조정한다 는 인공. Autonomy(http://www.autonomy.co.uk/)
신경망 아키텍쳐의 고유한 학습기능을 사용한다 성능에 대한 이용자의 피드백.
은 에러에 대한 평가로 변환되어 질의어와 정보 소스를 나타내는 노드들 간의

링크에 지정된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용자 피드백이 필요없는 기계학습의 형태는 검색에 있어서 인공생명 방식' '
으로 나타난다 검색 에이전트는 환경 피드백에 적합한지에 따라 즉 정보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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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검색에 그들의 생존을 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탐색을 수행하는 에이. ,
전트는 학습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구문 입력4.4

어떤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입력할 수 있다 불리언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은 검색엔진은 높은 수준의 언어통제를 한다 불리언 외에AltaVista .
혹은 그것을 대신하여 언어통제가 필요없는 자연어 입력 시스템도 많이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검색을 자동 파이롯트 방식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 ' '
행한다.
그런데 자동 파이롯트를 목적으로 한 통제 차원은 보기로 질의를 하는 시스' '
템이 되었다 그러한 시스템은 이용자가 적절한 문헌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문. ,
헌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문헌을 발견하게 한다 의 같은. Muscat Euroferret
시스템은 질의어 확장을 위한 옵션을 명확히 제공하지만 같은 경우, Autonomy
는 이용자에게는 분명치 않은 기준을 채용했다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은 이용자.
가 검색결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합 탐색4.5

전조합 검색시스템과 후조합 검색시스템은 모두 인터넷 상에서 구현되고 있

다 전조합은 도서관 분류표와 유사한 주제 메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에 기반한. ,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것의 예는 앞에서 언급한. Napier University

의 와 의 이다Library Internet Resource BUBL LINK Service .
후조합 탐색은 인터넷 상의 키워드 검색엔진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선조.
합과 후조합을 결합한 시스템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는 복합 주제를 위. , Yahoo
계적으로 배열한 분류를 나타내는 선조합 색인 용어 체인으로 후조합 키워드,
탐색에 대응한다 이용자는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결론5.

장에서 색인작성은 전형적인 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며 왜 색인을 작성2 ' ' IR ,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색인을 작성하는 과정을 어떻게로 축소해서는 안되며' ' '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에 관해서도 가해져야 한다고 논했다 이 원칙은' ' ' . (1)
이용자 그룹이 관심을 가질 자료의 성질에 대한 지식 주제분야의 용어,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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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 작업 종합적인 정보 욕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자의, (4) , (5)
인식 이용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성격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6) .
이러한 그림은 디자이너와 잠재 이용자 간에 떨어져 있는 월드와이드웹에서

탐색을 하는 사람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이는 탐색자가 여러 가지 검색엔진.
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모르고 검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혹은 인터넷 소스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색인작성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와 월드와이드웹에서 어떤 이용자 그룹을 위하,
여 완전히 다른 특성과 조건을 가진 다른 이용자가 구성하고 색인을 작성한 정

보에 쉽게 접속되는 데 있다.
이용자가 특성 색인작성법과 어휘가 다른 그 아무것도 어느 잠재 이용자나, ,
이용자 그룹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많은 파일이나 사이트를 만

날 때 색인작성자 이용자 개념 매칭이라는 기존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데이, - .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색인을 작성하는 자가 생각하는 이용자의 유형과 실제 이

용자가 멀리 격리될수록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용자가 적절한 정보에 접근,
하는 데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결국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색인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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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

배경 및 내용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출판물을 납본 받아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으로 납본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출.
판물의 보존 이용 및 등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출판사에게 그들이

발행한 출판물을 지정된 기관에 납입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한 것이다 단지 소수의 국가들만이 자발적으로 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
다.
전통적으로 법적 납본 대상을 인쇄물에 적용하여 왔으나 다른 매체로 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납본에 대한 근거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국립도,
서관들은 그들 정부가 모든 종류의 매체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레코딩( , , ,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출판물 등 에 대한 납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제정을, )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서 저널 신문과 같은 인쇄 자료의 경우에는 납본 기능이 분명하게 잘 이루, ,
어 지고 있다 시청각 매체와 오프라인 전자매체 예 는 비교적 다루. ( : CD-ROM)
기가 쉬운데 이것도 자료가 출판되었을 때 각 자료의 내용과 형태가 하나의 특

징있는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을 때의 경우이다 그러나 논리성은 있으나 반드.
시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내용이 변하는 온라인과 네트웍 전자출판물의

경우 제기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제작 및 출판 과정에서의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와 국가 경계선을 넘는 문제들이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출판물 양쪽 모두 출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유럽지역 국립도서관들은 CoBRA(Computerized Bibliographic Records
컴퓨터 서지레코드 활동 포럼에서 전자출판물 납본 수집에 관한 과제를Action, )

해결하여야 할 선결 과제로 채택하였다.
본 문헌은 의 제안에 따라 유럽공동위원회 가CoBRA (European Commission)
위임한 유럽의 전자출판물 납본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ELDEP)" .
연구의 주요 목적은

․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선정 기준과 표본을 제시하여 전자출판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 출판사와 공급사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이용 조건을 고려하고 전자

문헌의 보존과 계속적인 이용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존과 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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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선택 평가하고,
․ 자료의 질적인 문제를 포함한 서지통정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 정보관리사업국(Project Bureau for Information

에 소속된 과 이 공동으로 추진Management) J.S. Mackenzie Owen J.v.d. Walle
하였으며 영국국립도서관장 박사 네덜란드 국립도서관Brian Lang , Wim Van

박사 독일국립도서관 교수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Drimmelan , K. D. Lehmann
감수하였다.
전자출판물 분야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로 배포되는 전자출판물과 네트웍을 통해 생산CD-ROM
되고 배포되는 보다 복잡한 전자출판물 분야를 모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골격내에 개발된 권장할 만한 시행 지침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례와 유럽연합국가와 동유럽국가 국립도서관들이 필요로 할 것들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만들었다 아울러 유럽연합 이외의 전세계 국가에서.
개발된 것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서지데이터 정보원과 정보원 위치에 대한 데, (
이터 의 표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참고를 하였다 전자문헌의 보존과 이용) .
에 관하여 미국 자료 보존 및 이용위원회(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가 실시한 연구 결과와 유럽의 관계 부서가 만들어 놓은 연구 결과를Access)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5 .

단계 후속 단계에서의 분석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인터뷰 단계이1
다.

단계 전자출판물의 표현방식을 개발하고 납본 수집을 위한 선정 및 수집 지2
침을 마련한 단계이다.

단계 전자출판물의 저장 및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과 운영상의 문제를3
분석하여 지침 및 권장사항을 준비한 단계이다.

단계 납본법을 통한 전자출판물 서지통정 지침을 분석하고 개발한 단계이다4 .
단계 연구 최종보고를 이끌기 위한 워크샾 단계이다5 .

출판사에만 특히 관련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하여 본 연구의 와2.2.5 2.3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다른 단원에서도 전자출판물의 납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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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서관과 출판사 간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져 있다.

전자출판물과 납본2.

전자시대의 납본제도2.1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판물을 납본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집은 출.
판사에게 그들이 발행한 출판물을 지정된 도서관 보통 국립도서관 에 납본하도( )
록 요구하는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납본법이 없는 나라도 많으나 이들 나라.
들도 출판사와 납본도서관 사이에 납본 협정을 맺어 자발적으로 납본하도록 하

고 있다.
왜 납본제도는 법적 지위를 얻거나 또는 자진하여 납본하도록 협정을 맺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일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

․ 출판물은 국가 문화의 표현이며 경제 사회 과학 교육 활동과 업적을 미래 세

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지적 기록물이다 납본은 이것이 실현.
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립도서관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출판물을 기술하여 국가서지를 편찬해

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 이 임무는 국가서지에 수록할 모든 출판물의.
수집이 보장될 때 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 납본자료는 출판물의 원본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오랫동안 납본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출판물을 보존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도서와 저널은 이용되면서 손상되고 분실되거나 폐기된다 납본. .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없는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최종정보원이다 또한.
납본도서관은 국가의 전체 출판물을 하나의 단일 문화 품목으로 함께 보존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전자시대에는 출판물의 보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은 잘못이다 전자정보는 이용됨으로써 물리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
전자정보의 수명이 인쇄물보다 훨씬 짧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

문이다.

․ 전자식 정보 저장 매체의 수명은 종이보다 훨씬 짧은 것 같다 현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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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많은 매체들의 수명을 최대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10 .
․ 정보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전자출판에 사용하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포맷이 결국에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
의미하며 년 년 안에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출판사와 대부분의 도10 25 .∼

서관들은 전자출판물을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운영 환경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현대 사회에서 시간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정보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가,
치를 잃어 출판물은 많은 지역에서 년만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있다 따1 2 .∼

라서 정보를 사용 후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대하는 태도가 생겨났다.
․ 정보 네트웍을 확장함으로써 정보 저장은 감소하였다 인쇄물은 전세계 많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반면 전 세계 네트웍에 있는 전자출판물은 한 곳에,
만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한 곳에 저장된 전자출판물을 제거하면 전 세계.
네트웍에서 제거되는 것이 되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도서관계는 수집에서 이용으로 기능의 중심을 옮기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자자료에 있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 자료의 보존을 위한 지리적인 배분과

기회를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납본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저장과 보존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 사회의 지적

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자출판물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 납본법을.
분석한 결과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이 아닌 자료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이

유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은 분야 선정 축적 보존 서지통정 검색 및 서( , , , ,
비스 에서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문제삼고 있다) .

․ 전자출판물을 대규모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구축하여야 할 새로운 분야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로 테스트하여야 한다.

․ 전자출판물의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포맷 메타, ,
데이터 소프트웨어 네트웍 프로토콜 등 분야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안정성이, ,
없다 오늘 개발된 해답은 내일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 전자출판물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정보기술 자원과 인력에 엄청난 투자

가 필요하다 정보기술 자원의 비용은 많이 들고 수명은 짧은 것 사이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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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태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많은 변수로 인하여 평가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

론을 내렸다.

표 전자출판물 납본 지침[ 1. ]

․ 모든 전자출판물을 납본을 통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이 원칙을 각 국가 납본법이나 자발적인 납본제도의 합의문에 반영

하여야 한다.

․ 납본도서관은 전자 자료가 발전하는 진로를 따라 장서 개발을 하되 신

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표준이 되는 매체 형태와 포맷 처럼(CD-ROM, CD-I) (ASCII, Postcript)
비교적 다루기가 쉬운 자료와 변환이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경험을

쌓고 기술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점차 다른 형태로 확대하도록 한

다.

․ 납본도서관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인된 출판사가 발행한 자료를' '
중심으로 하고 다른 출판사들과 관계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 전자출판물에 필요한 기술 자원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한

다 전자 출판물이 기술 자원의 변화를 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 포. ,
맷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여도 납본도서관은 기술 혁신이 성공적인 것임

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

다리도록 한다.

전자출판물 납본 국가 정책과 출판사 견해2.2 :

본 장에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출판물, , ,
납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려한다 이들 개 국가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4
달리 전자출판물 납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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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납본 실시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소개할 것이다.
또한 많은 출판사들이 전자출판과 법적 납본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견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프랑스2.2.1

프랑스는 년 말부터 온라인 정보가 아닌 오프라인 출판물을 납본법에 포1993
함시켰다 프랑스 납본법에는 납본되어야 할 다양한 정보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스템을. , ,
포함한다 전자 멀티미디어 출판물은 비디오테이프 오디오카세트등을 첨부하여. ,
발행하는 도서와 같이 아날로그 방식의 멀티미디어와 동일하게 다루었다' ' .
연보와 같이 기관 밖에서 공개적으로 이용되도록 발행된 공간행물과 내부 이

용 자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자료 내용이 없는 형태 제외 를 납본하도록 요구하( )
고 있다 이것을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에 모두 적용하였다 납본법은 프랑스어로. .
번역한 자료를 포함하여 프랑스에 주소를 갖고 있는 출판사가 발행한 모든 출판

물에 적용하였다.
출판사 형태는 구분하지 않았으며 부이상 수입하는 외국의 출판물 또한 납100
본하도록 하였다 다국적 출판사와 기관 예 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 , UNESCO)
납본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프랑스인이.
저술한 자료는 납본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각 출판물에 대하여 출판사는 부를 인쇄소는 부를 납본하도록 요구하고 있4 2
다 시청각 자료 예 비디오 카세트 는 복사본으로 납본하도록 하였다 부 미. ( , ) . 100
만으로 시청각 자료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 부만 납본하도록 하였다 법적 납.
본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은 출판물을 납본받는데 대하여 우편 요금을 부담하( )
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선별하여 납본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판물을 납본받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은 국가 유산의 보존.
과 국내 최종정보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라는 견

해로 모든 전자출판물을 제한없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서지통정 보존 납. , ,
본받은 출판물의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납본자료를 국제상호대차종합목록(ILL Union

에 수록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 대출하지는 않는다 출판사로부터 허Catalogue) .
락을 얻은 후에만 복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의 최종정보원으로서 때때로 복. ' '
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나 자료의 디지타이징 또한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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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수 년 약 종 는 아직은 비교적 미미하며(1994 500 )
신축 도서관 건물로의 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이용도 잘 할 수 없다 전자출판물.
을 이용할 때는 인쇄와 데이터를 다운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개인 단위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국립 도서관은 후속 단계로서 저작권관리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려 하며 소프트웨어의 설치로 도서관내 네트웍을 통한 전자자료

의 제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을 동시에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는 인쇄물을 부 납본4
받고 전자 출판물은 부를 납본 받는다 동시 출판물을 별개의 판으로 취급하였2 .
다.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납본은 그것이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갱신되어 발행

되면 정기 간행물처럼 취급한다 자주 발행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데이터가.
갱신되어 발행되는 경우는 단행본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다 데이터의 갱신이.
작은 경우는 인쇄만 다시한 리프린트처럼 간주하여 납본받지 않는다.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실제 많은 선정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출.
판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운영 체제 환PC
경 예 변형 을 강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팩키지( , DOS, Windows, OS/2, UNIX ) .
와 전문가시스템을 위한 선정지침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전자출판물.
의 선정기준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프랑스국립도.
서관은 앞으로 개발될 선정지침으로 컴퓨터게임과 어린이자료와 같은 특수한 분

야의 전자출판물을 대표성을 띠고 수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출판물만 납본받는 한 전자출판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느낀다 국가서지와 국가종합목록에 전자출판물이 수록되며 목록은.
와 을 기초로하여 작성하고 있다ISBD(CF) Intermarc .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은 또는 디스켓으로 받고 있다 보존과 기술 노CD-ROM .
화의 예방이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플랫폼 독립 방식 으로 내부용 복본을 만드는 것이- (platform-independent way)
다 이러한 방식의 한 예가 표준화된 포맷인 광학적 저장 매체로의 변환이다 중. .
요한 것은 물품의 보존보다는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출판사와의 관계이다 특히 많은 새로운 그리고 소규모 전자출.
판사의 도래로 인한 문제이다 이들은 종종 납본 절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납본법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

을 하나의 출판사로 인정해 주고 국가서지에 그들 출판물이 포함됨으로서 약간

의 홍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최종적인 선정기준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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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이들 신규 출판사들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주길 바라고 있다 납.
본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 중요한 문제는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복제하여 해적판

형태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이 출판사를 두렵게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납본된 전자출판물 납본 처리를 위하여 컴퓨터 전문

가와 서지 전문가 두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독일2.2.2

프랑스에서와 같이 독일 납본법도 오프라인출판물에 대하여 납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출판물의 납본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
는 모든 독일 출판물들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포함하여 납본되어야 한다, , .
유일하게 제외하고 있는 것은 방송 영화필름 비디오 광고와 같은 경제출판물, , , ,
교통시간표 등이 있다 무엇이 독일 출판물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 ' '
판사 주소이다.
년 이내에 시행하게 될 새로운 납본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규 법에는 비3 .

디오와 온라인출판물을 포함할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판.
물을 분석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출판물을 납본하는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며 출판 부수를 한정 발행한 고가

의 출판물 이상 에 대하여는 소매 가격의 최대 까지 보상하고 있으(150 DM ) 50%
며 이것은 새로운 법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모든 납본 자료가 독일국립도서관에 소장되며 독일서지

에 수록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중앙집중식과 산발적 방식의 납본 수집 활. .
동을 조합한 시스템의 개발로 납본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시스템 안에.
서 국립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데 있어 주립도서관의 지원

을 받고 있다.
현재 납본법에 명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는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과 가 있다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된 출판물도 납본받고 있다 종CD-ROM CD-I . .
이매체로 이용할 수 있다면 최종정보원으로서 종이매체도 납본받는다 소위 내. '
용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납본받지 않는다 빈번하게 내용이 갱신되는 출판물은' .
가능한 자주 수집한다.
전자출판물을 다루는데 있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인쇄물과 같은 방법과 지

침을 적용 하는 것이다 납본 보상금 보존 국가서지에의 수록에 대한 규칙은. , ,
동일하다 비도서자료에 대하여 독일식 와 같은. ISBD(CF), AACR2, RAK( ISBD)
현존하는 서지표준을 기초로 하여 전자출판물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서지기술

규칙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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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판물이 납본도서관에 도착하면 보통 자료의 상태 예 완전한지와 손상된( ,
것은 없는지 가 좋은지를 점검한다 전자출판물은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
훨씬 더 복잡하다 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보 내용과 소프트웨.
어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재 독일국립도서관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수행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작업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정보기술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출판물 원본을 납본 받고 있으나 앞으로 일부 제품은 보다 오래 지속

될 수 있는 매체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변환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납본된 자료를 매체 변환하여 보존하는 주요 이유는.
자료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납본된 전자출판물은 독일도서관 신축건물에 하나의 특별 자료실을 년에1997
완성하여 그곳에서 공공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이용 예 스크. ( ,
린복사 네트웍을 통한 이용 과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 )
획이다 현재 인쇄물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 내부에서의 참고서.
비스와 복사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년에 약 백 십만 페이지에. 3 5
해당하는 저작권료 페이지당 를 저작권기관(1 0.10DM) (copyright clearance

에 지급하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은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도 원칙organisations) .
적으로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독일의 출판사들은 아직 전자출판물 납본 요구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나타내

지 않고 있다 현재 연간 약 점 년 월 이 발행되었으며 연간 약 점의. 384 (1995 6 ) 500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은.
그들의 출판물이 국가서지에 수록되고 납본된 자료는 최종정보원으로의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납본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전자출판.
분야에 있어서 신규 출판사가 납본 규정과 납본법의 이점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

가 종종 있다 독일국립도서관은 이들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자료를 납본받기 위.
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 소규모 출판사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출판사는 그들이 납본한 자료가 납본도서관에서만 참고로 이용될

수 있고 대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정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을 다루는 것은 납본도서관에 부담이 추가 되는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을 증원하고 특별 교육 프로

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로는 비공식 출판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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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2.2.3

네덜란드는 납본법이 없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 맺어진 자발적인 납본 협약에 의하여 납본을 받고 있다 이 협약.
은 납본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체하는데 있어서 네덜란드 국립도

서관에 상당히 많은 자유로움을 주고 있다 현재의 협약은 주로 인쇄물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출판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비공식 전자정.
보 발행사와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디스켓으로 된CD-ROM, CD-I,
교육용 소프트웨어 현재 약 종 와 같은 오프라인 출판물이다 컴퓨터게임( 7,000 ) .
또한 수집하고 있으나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수집하지 않는다' ' .
지역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네트웍 정보원은 다른 분야이다 온라인 데이터베이.
스에는 경험이 없으며 여기에서의 커다란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 .
전자출판물의 선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시행하면서 선정

기준을 개발하려 한다 정보량이 작은 미만 자료와 공개적으로 배포할 의. (2KB )
도가 없던 출판물은 납본받지 않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문제가 될 것으.
로 생각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되는 출판물은 모두 납본을 받는다. .
연속간행물은 보존용 디스크에 저장한다 가제본 형태의 출판물은 마지막 단.
계에서만 납본한다 마무리 되지 않은 출판물은 납본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

의 정보는 납본받지 않는다WWW 'home pages' .
전자출판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접수와 함께 이루어지며 설치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전자자료를 저장하고 제공할 때.
플랫폼 독립방식 을 선호한다 현재 선택한 방법은- (platform-independent way) .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하여는 을 네트웍 정보원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CD-ROM
체 문헌 서버를 사용한다.
전자출판물의 서지사항 국가목록데이터베이스 에 수록하나 이들 자료는(GGC)
대출하지 않으므로 국가상호대차서비스목록 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목록규(NCC) .
칙을 마련하여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인터넷 서버의 하나인 에서GEDOC-archive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록 규칙은 과 국가목록규칙을 기. ISBN
초로 하였다.
전자출판물 납본자료 제공에 대하여 아직 출판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출판사가 관심을 나타낼 여러가지를 구상하였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의 지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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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2.2.4

노르웨이에서는 년에 제정된 납본법에 여러가지 전자자료의 종류에 대한1990
규정을 포함하였다 현재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판사와 협의.
중에 있다 전자출판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출판사들은 출판업에 생소하여.
납본에 대한 개념과 납본을 할 때 얻는 이점에 친숙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

태에 있다 채택된 방법은 출판물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 CD-ROM project-based
이다 다른 분야로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웍 정보가 있다 자료의 수집은 자동적으. .
로 납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출판사와 접촉하여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이

루어지고 있다.
납본자료의 수집은 노르웨이에서 발행한 출판물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노르웨

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출판물도 수집한다 그러나 노르웨이 언어로 쓰여진 자료.
만 납본받는다 노르웨이어로 번역된 자료 예 노르웨이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 는. ( , )
노르웨이에 있는 공급업자에게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소수 납본되었으며 는 납본되지 않았다 컴퓨터 게CD-ROM CD-I .
임은 견본만 수집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수집되지 않았다 현재.
약 개 디스켓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쇄물과 함께 발행될 것들이다300 .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다 약 개 노르웨이 뉴스그룹이 있어. 70
밤에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에 저장된다 네트웍 상에 제공되는 전CD-ROM .
자저널은 정기주문 무료 하여 수집한다 두가지 포맷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은 두( ) .
가지 모두 수집한다.
출판사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환경에 적합한 표준 포맷으로 출판물을 납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좋은 포맷의 출판물이 될 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텍스트 형태의 출판물은 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GML
포터블 문서 포맷 즉 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Acrobat PDF .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납본에 관한 한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검색 소프트웨어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축. ,
적하고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문제가 된다 온라인 데이터베이.
스에 관한 업무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현재는 데.
이터베이스 출판 활동을 기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데이터 수명 사이클 끝에서

만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습득된 경험은 없지만 전자출판물의 보존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

고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는 기술 변화 시간테스트에 가장 잘 견뎌 내는.
포맷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료를 여러 가지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가능하다.
면 출판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맷인 문서로 변환하는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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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텍스트 포맷은 멀티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 출판물에는 사용. ASCII
이 불가능하다.
국립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전자출판물은 국가서지에 포함된다 목록은 주로.

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을 이용한다AACR2 NORMARC .
납본받은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과 출판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이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특별한 우려로 검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
료실을 설치하였으며 년 간 관찰할 시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은 자료를 이용자3
에게 대출하지 않는다 납본된 자료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납.
본도서관에 부과될 조건과 저작권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협의를 계

속하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 장애물은 전자 자료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정의.
문제이다.

출판사 견해2.2.5

출판사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자출판에 대한 출판사의 견해와 납본법에 대

한 출판사의 태도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명확해 졌다.
대부분의 출판사의 경우 전자출판이 아직은 비교적 주요 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전자출판은 전체 출판물의. STM 2%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자출판의 주요 분야는 오프라인 출판물로 알려지고 있다 혼합 출판물 종이. (
와 또는 디스켓 은 비교적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일부 출판사들은 현재CD-ROM ) .
출판물을 전자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네트웍을 생각하고 있

다.
넥트웍을 통해 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출판물은 주요end-user
출판사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은 인터넷을 출판.
채널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저자들 간의 대화 예 인쇄전의 의견 교류( , )
채널 또는 저자와 출판사와의 의견 교류 채널로 생각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인.
터넷을 기껏해야 동시에 여러 매체로 발행되는 혼합 포맷 출판물에 추가된 형태

로서 배포 채널의 대체 방안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 출판사 예 학회와 대학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는 아마도 전통( , , , )
적인 출판 채널의 대안으로서 네트웍 출판물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앞으로 년 동안 네트웍 출판물이 그들의 활동을. 10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가. end-user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논문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전통적인 저널을 대체할 수' '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는 저자가 이름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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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려진 간행물에 논문이 발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는 납본의 이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보상받는 것 없이 비용이 드는

의무로서 납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그들은 전자출판물 납본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두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네트웍과 디스켓에 있는 전자정보는 쉽게 조작될 수 있어 내용과 모양 출력(
물 구조 활자체 등 두 가지 모두 본래의 모습과 원본여부의 판단을 보장하, , )
기 어렵다 은 이와같은 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CD-ROM .

․ 전자 정보는 재생산 및 배포가 용이하여 불공정한 이용을 막고 저작권 보호

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판사들은 전자출판물 납본 규정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

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납본된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법 이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 허가 형태와 보상을 위한 기.
술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서관과 출판사간에 보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은 내용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반면 출판사는 납본 된 자료를 본래 모양

대로 보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쇄물에 대하여 뿐 아니라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지면 구획과 인쇄를 출판물의 기본적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국에.
서는 내용에 대한 지적 저작권 이외에 인쇄에 대하여 출판사 권리 개념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변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출판사들도 인정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표준화된 포맷으로 자료를 납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인터뷰를 통해 출판사도 최종정보원으로서 납본도서관의 개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판사는 그들이 발행한 전자자료를 보존해야하는 그들의.
업무를 납본도서관이 덜어주는 특별한 형태의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역할2.3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출판사와 납본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

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납본 절차를 개발하고 개발된 절차를.
실질적으로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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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도서관이 보존 서비스제공 서지통정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이 사항들을 납본 규정이나 납본도서관과 출판사간의 상호 합의문에 포함시2).

킬 수 있다.

표 출판사를 위한 지침[ 2 : ]

․ 전자출판물은 판매 정기구독 이용허가 방식 또는 무료 등 배포 방법에, ,
관계없이 납본하여야 한다.

․ 전자출판물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로 또는 이용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첨부되어 있는 자료 패키지 인쇄자료 매뉴얼 등 를 함께 납본( , , )
하여야 한다.

․ 보통 출판물과 함께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야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출

판물과 함께 납본하여야 한다.
․ 다른 매체로 변환이 필요하므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한 보호장치없이 전

자출판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 납본도서관의 권리가 국가 납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존을

위하여 출판물을 복사하고 도서관내에서 전자출판물을 서비스 할 수 있

는 납본도서관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서면으로 권리

를 인정하여야 한다.
․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제삼자로부터 출판사가 얻은 권리를 가지고 납

본도서관이 납본 규정에 근거한 권리 보존을 위한 복사와 참고서비스(
제공 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 출판물이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두가지 형태로 발행된 경우 두 가지 모

두 납본하여야 한다.
․ 출판물이 다른 매체이나 동일한 전자식으로 발행된 경우 예 디스켓과( ,

납본도서관이 납본 받을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CD-ROM)
다.

․ 자료를 수령할 때에 또는 후속 단계에서 출판물이 불완전한 것이 발견

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납본도서관에 비용을 부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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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요약2. 4

개 국가의 전자출판물 납본 현황에 대한 연구와 출판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4
전자출판물 납본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론들을 이끌어 냈다.

․ 아직도 전자출판물은 전체 출판물의 아주 적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미만 분야에서와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조차STM(2% )

도 자료의 양은 아직 비교적 저조하다.
․ 일부 출판사들이 전자 형태로 현재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

을 지라도 네트웍 출판물 가 네트웍에서 출판물을 공개적으로 이용(end-users
할 수 있도록 만든 출판물 에 대한 관심은 아직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
가들은 네트웍 출판물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새로운 출판 기관이 만들어지면

서 세기의 전환 시점까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 개발되어 있는 선정 정책은 변하고 잘 개발되지도 않았다 선정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 이론이 부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기반으로,
실무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서지통정을 포함하여 납본도서관의 오프라인 전자자료 관리는 인쇄물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목록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은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목록 규칙을 약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정. .
교한 목록 규칙이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 목록에 적용.
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 비교적 쉬웠던 것은 실용적이고 선택적으로

목록 작성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납본도서관은 비교적 다루기가 용이.
한 전자자료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 지금까지 초점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특히 에 맞춰졌다 네트웍CD-ROM .
정보 자료의 납본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빠르게 중요.
성을 얻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출판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

하여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네트웍 출판 분야의 보다 많은.
실험과 연구 개척 사업이 필요하다.

․ 전자출판물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기술적 문

제들 예 보존 검색소프트웨어 질적관리 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같은 기술( , , , ) .
적 문제들은 특히 저작권 분야와 같이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전자출판

물에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의 운영을 제재하고 있다.
․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도록 납본법을 확대하는 것은 직원 수의 증가와 기술 부

문에 능력있는 직원을 더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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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판물 납본은 새로운 출판사와 비공식적 출판사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납본도서관에 요구한다.

․ 납본받은 전자출판물을 이용시키는 것과 이들 자료에 대한 이용자 중심서비

스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판사와 논의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납본도서관은 자료를 이용시키기 위한 특수한 안.
전 장치를 설치하였다.

전자출판물의 납본 대상 자료 선정3.

서론3. 1

인쇄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법으로 납본되어야

하는 출판물과 제외되는 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외되는 종류는 전단. ,
서류 양식 교통 운행 스케쥴 등이다 심지어 법적 납본제도가 있는 나라도 납본, .
하여야 할 의무를 두지 않은 특별한 종류 예 영국의 경우시 청각자료 의 출판물( , )
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납본하도록 하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다 년에 만들어. 1990
진 노르웨이 납본법이 여러 가지 전자자료의 형태를 포함하여 가장 다양하게 출

판물의 종류를 다루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납본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차이는 부분적으로

는 그 국가의 납본법이 명시하는 다양한 출판물 종류 때문이다 다른 원인도 또.
한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을 국가출판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 '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납본을 독일에 등록한 출판사로 납본을 제한.
하는 엄격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 이상 수입하는 외국도. 100
서도 납본하여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국민을 위해 각색한 외국 출판.
물 예 노르웨이어로 더빙한 외국 영화 을 납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 .
그러므로 납본도서관의 자료 선택은 어느 정도는 납본법으로 결정된다 인쇄.
출판물의 법적 납본 대상 기준은 대부분 출판 형태와 국적에 두었다 현재 빠르.
게 변하는 전자출판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자자료를 납본하도록 할 수 있는 납본법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즉 납본도.
서관은 납본받아야 할 이유들로 인하여 모든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권리를 가져

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 납본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이루어내기 위하,
여 처음에 도서관은 일정 형태의 전자출판물만 수집할 것이다 심지어 전자출판.
용 납본이 완전하게 개발되었을 때에도 모든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보존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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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므로 잘 다듬어진 기준을 근거로 납본.
대상 전자출판물 선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 지침3.2

전자출판물의 법적 납본 대상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다음 기준을 토대로하여

야 한다.

․ 국적과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전자출판물 납본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의 지침과 같은 납본 대상 선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전자출판물의 국적은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순서에: (
따라 출판물 또는 첨부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에 표시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 ,
출판기관의 위치 첫 번째 저자의 거주지 저자의 국적 네트웍 상에 있는 출, , ,
판물의 주요 위치이다.

․ 납본 대상은 납본도서관의 통제하에 수집 소장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로 제한

하여야 한다 단순히 외부에 있는 출판물 예 세계적인 네트웍 기반으로 광범. ( ,
위하게 배포하는 자료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본 기능이 아니다) .

․ 동적 자료 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자주 내용이 갱신되는 자료 는 원( , )
칙적으로 출판물이 유지되는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주 납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고가일 경우 납본도서관은.
적어도 첫 번째와 마지막 발행 분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샘플을 보존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공식적인 출판사와 주요 사업 활동이 정보 생산품을 공공에 배포하고 이용시

키는 일로 되어 있는 기관이 만든 출판물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는 저.
작권과 인증을 받은 자료를 포함한다 납본도서관은 이들 출판사가 발행한.
자료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 공개적인 도메인과 회색 문헌 수집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배포하는 문헌은 법에 의하지 않고 자발.
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 출판시 사용된 데이터 포맷을 납본 대상 자료 선정기준으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서관이 관리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
․ 출판시 사용된 매체를 선정기준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서.
관이 관리할 수 있는 매체로 바꿔야 한다 온라인 매체 자료는 독립적이고.
일체형인 경우에만 수집하여 도서관 정보 저장 매체로 변환하여야 한다.

․ 전자식 단행본과 저널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폐쇄 네트웍 자료 예 독립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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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일체형인 네트웍 자료 는 납본을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배) .
포되며 공개된 네트웍 상에 있는 출판물은 제외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정보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수집하도록 한다 컴퓨터 게임은.
다른 게임도 수집할 경우에 수집한다 네트웍을 통해 전송되는 공개 커뮤니.
케이션 예 은 배제한다( , e-mail, NetNews, Listservs) .

․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인쇄전 자료는 제외시킨다.
․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한 모든 판의 출판물을 수집하여

야 한다 출판물이 출판사로부터 직접 받아지지 않는 온라인 출판물은 주요.
온라인 또는 네트웍 소스를 이용한다 인정되지 않은 판 또는 변하기 쉬운.
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을 동시에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
우에는 두 종류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전자출판물로 발행 되.
었을 경우에는 단일 종류 납본도서관이 선호하는 포맷과 매체 로 수집한다( ) .

․ 납본도서관의 기술 환경으로 다룰 수 없고 보존할 수 없는 출판물은 수집하

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자출판물 납본 대상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선정기준[ 3 : ]

납본도서관은 국가 유산에 속한 모든 전자출판물 인쇄물의 전자출판을 포함 을( )
다음 자료를 제외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 납본도서관이 물리적으로 수집하여 저장할 수 없는 자료

․ 너무 자주 내용이 변경되는 자료

․ 개인이 사적으로 배포하는 자료

․ 충분한 경험과 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비전문 출판사가 발행한 자료 예( ,
회색문헌)

․ 광범위하게 배포되며 공개되어 있는 네트웍 출판물

․ 공중 커뮤니케이션 예( , e-mail, NetNews, listservs)
․ 비공식 출판물과 인쇄전 자료

․ 비공식적으로 변경한 버전 및 판

․ 동시에 다양하게 발행된 전자출판물 납본도서관이 선호하는 한 가지 포맷(
과 매체로 납본 받음)

․ 도서관의 기술 환경으로는 취급하기 어렵고 보존할 수 없는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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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본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의 통제하에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전

자출판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납본도서관은 자료의 장.
기간 이용과 서지레코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동적이며 배포성이 강한 전자.
출판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특성으로 납본 받을 수 없다는 것,
즉 납본도서관이 수집하여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유익한 기능이 될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그러한 납본받을 수 없는 자료들이 네트웍 상에 있는 동안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명과 링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나 이러한 출판.
물은 장기간 이용과 서지레코드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납본 기능 영역

밖에 있다 다시말해 납본은 납본도서관의 통제하에 수집 저장 보존 이용시킬. , ,
수 있는 자료로 제한하여야 한다.
납본도서관은 수집된 네트웍 상 자료를 목록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개발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납본도서관 장서를 대

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리적 납본과 네트웍 상의 이용3.3

유럽의 전자출판물 납본에 관한 연구 사업을 위한 자료 조사와 기타 다른 작

업을 통해 전자자료의 특성이 납본과 보존을 종종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다음은 네트웍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식 모형" (Knowledge Models for

연구사업의 결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Networked Library Services)" .

인쇄물은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전형적인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다 전자자료는 처음에는 단지 인쇄물을 전자형태로 모방한 것이었으나 점차 복잡.

하고 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복잡하다는 것은 한 자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자료는 많은 섹션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은 물리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

러 하나의 자료는 정보 메타데이터 예 저자 개정 역사 상태 등 처리 정보 정보( , , , ), (

수집 방법 이용 권리 다른 자료와의 관계 또는 처리 단계 외부 요소의 링크 예, , ), ( ,

데이터세트 그래픽 이미지 글자체 등 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 , ) .

있는 자료에 관한 전자식 레코드는 이와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는 아무것도 구성할 수 없다 동적이라는 것은 자료의 어떤 요소가 어느 때든 변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자료 구성 요소 가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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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료에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네트웍 자료는 많은 경우 명확한 자료 실

체는 없으나 서로 연결된 큰 세트 자료의 구성 요소이다 큰 세트로부터 독립되.
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홈페이지는. WWW
주로 다른 문서를 링크시켜 만든 문서이다 홈페이지를 보존하HTML HTML .
는데 있어 링크되어 있는 문서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WWW
문서는 아직은 다른 문서에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문.
서의 보존은 다른 문서에 링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문서 저.
장에 있어 링크된 문서를 순차적으로 다운로드하여 보존할 경우 링크를 유지하

는 것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든다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떤 문헌은 특수한 접근.
조건 예 주문 이용 승인 또는 온라인 비용 지불 을 요구하는 자료에 링크되어( , )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본도서관의 경우 납본받을 수 없는 문헌에 링크되어.
있는 경우와 이미 납본되어 있는 문헌에 링크된 경우에 대한 추가 문제가 있다.
전통적으로 납본 기능은 문헌이 납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변하지 않고

본래대로 유지되는 단일 객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납본 기능의 기본 특.
성은 납본도서관이 출판물을 수집하여 보존과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 우.
리는 명확한 실체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내용이 갱신되어 전통적인 출판물과 같

은 방법으로 수집 관리할 수 없는 동적 출판물 의 종' ' ('Dynamic' Publications)
류가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본도서관이 네트웍 자료 또는 동적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것은 자료의 네트웍 위치를 표시해 주는 지시자와 이용 방법 예. ( ,
을 포함하여 출판물에 대한 서지 사항을 작성하여Universal Resource Locator)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위치와 판사항이 자주 변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자를 수준 높게 유지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납본이 자료.
의 물리적인 수집 보다는 접근 링크에 기초로 한 것은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사

람의 정책에 달려 있고 납본도서관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

하여 출판물의 본래 그대로 보존하여 이용시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국립도서관 또는 임무가 부여된 도서관이 출판물을 수집 저장하여 보존 하는,
것은 납본 기능중 기본적인 것이다 납본도서관은 지리적 영역 또는 국가의 납. (
본 규정이 정하는 다른 기준에 따라 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이를 수)
행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수집과 장기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문제 자료를 납본.
받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곳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으로는 납본도서관의 저장 보존기능을 대체 할 수 없으므로 납본 기능의 일,
부로 간주할 수 없다 이것은 전세계 네트웍 및 동적 출판물의 세계에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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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위하여 지적 기록 전체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출판물의 서지 통정은 그 자체로는 납본 임무는 아니다 국가서지가 납본.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 임무가 보통 같은 국립 도서관에 의해서, ( )
수행된다 할 지라도 납본 기능과 서지통정은 별개의 임무인 것이다 납본 받을.
수 없는 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이 필요하며 물론 납본자료에 근거하지 않고도 서

지통정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독립적인 완성품으로 수집할 수 없는 출판물은. , ,
그것들을 국가서지에 포함 할 필요는 있을지라도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납본 기능을 위한 임무는 아니.
다.

동적 출판물의 납본3.4

여기에서는 동적 자료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동적 출판물은 자주 년에. , 1 1
회 이상 내용이 갱신되는 출판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부 출판물은 매일 또는, .
시간 간격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자료도 있다 정의를 내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동적 출판물을 평가한다 더 일찍 수집한 자료는 효력이 없는 자료가 된다 즉. .
일찍 수집한 자료는 그 후 저자가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저자가 의도한 자료가

아닌 것이다 가장 최근의 버전만이 효력이 있으며 정확한 자료이다 심지어 저. .
자가 네트웍에서 제거하여 자료 이용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철학적 문제를 납본도서관에 제시한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태.
에서 실질적인 자료와 동적 자료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동적 특성을' ' ?
존중하여나 하나 저자가 의도한 동적 자료를 도서관은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
나?
극단적 입장에서 동적 자료들은 미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의미가 없으

므로 납본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능적 목적으로. ' '
제공하는 많은 다른 출판물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문.
화유산 측면에서 납본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동적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납본

도서관의 임무로 남게된다.
동적출판물의 납본에 대하여 취해질 방법은 어느 정도는 납본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납본도서관은 다음 가지 목적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

․ 대표적 출판물을 보존한다.
․ 출판물이 존재했던 기간동안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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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든 적시에 출판물에 담겨진 정보를 보존한다.

세번째 목적은 출판물의 모든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록해야(
함 를 수집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 .
어 정보가 결코 삭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 첫 번째 목적을 채택하는 것은 납본 자료는 전체 출판물을 기록하여.
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납본도서관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목적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출판물

의 다양한 형태를 수집 저장 보존하는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면 대체 목적으, ,
로 첫 번째 목적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많은 경비가 들 것.
이라는 견해 때문에 세 번째 목적을 채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선택된 목적에 따라 납본도서관은 자료 수집 빈도 즉 출판물의 모든 경우를

다 수집할 것인지 일정 간격으로 대표적인 것 만을 수집할 것인지를(snapshots)
결정하여야 한다.

수집 간기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동적자료의 납본 목적

․ 납본 자료의 보상 비용

․ 관리 비용 예 등록 테스트 변환( : , , )
․ 저장 및 보존 비용

․ 출판물의 중요성

․ 갱신되는 정보량

․ 정보의 기간

위의 요소들은 출판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 수집 주기를 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출판물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규칙적인 방식 데이터베이스 같은 종류 으로 갱신되는 출판물에 대한 개략적( )
인 지침은 평균 정보 기간을 대표 정보 수집 간기로 설정하고 그 후 다른 요소

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갱신 내용에 앞 자료에 있던 내용의 삭제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 기술된 두

번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경우를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갱신된 내용이 추가와 수정만 있다면 예 정보가 절대 삭제되지 않는 증( ,
식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 목적만 고수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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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도 이론상 충분하다 그러나 동적출판물이 중.
단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 자료를 납본해

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표적인 정보.
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세 번째 목적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납본도(snapshot) .

서관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정보 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snapshot) .
앞서 기술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에 기초하여 동적 출판물을 보존하는 것

은 특히 모든 경우의 출판물 또는 대표적인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수집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납본도서관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을.
완화할 것을 권장한다 각각의 모든 정보 또는 모든 순간 적시에 출판물 상태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표본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수집

목적은 상당한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수집4.

납본 자료의 접수4.1

납본자료는 오프라인 출판물로 받거나 온라인 정보원으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수집 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 버전이 더.
적합한 포맷이거나 오프라인 버전이 납본도서관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인 경

우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버전으로 수집하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출판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출판사에게 온라인 출판

물을 오프라인 형태 예 디스켓이나 마그네틱테잎으로 로 납본하도록 할 것인지( , )
납본도서관이 직접 원 정보원으로부터 다운로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있다.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형 자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여 이용자가

완전히 다운로드 못하도록 한 자료는 오프라인 매체로 납본도서관에 납본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완전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모가 작은 자료들은 이용자가

수집하도록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납본도서관이 다운로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첨부 자료 매뉴얼이나 지원 소프트웨어 는 출판물과 함께 납본되어( )
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납본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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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관리와 기록4.2

질에 대한 완전한 점검과 기능 테스트는 납본도서관이 받는 각 각의 자료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 및 테스트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 납본받은 자료가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물이며 버전이 정확한가?
․ 납본도서관이 요구한 포맷과 매체로 되어 있는지?
․ 물리적 상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 내용 첨부 자료가 완전한지, ?
․ 자료명세서에 따라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예 명시된 기술 환경에서 작동하는( ,
지)?

․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 복사 방지가 되어있지 않은지?

자료가 네트웍에서 다운로드된 것이라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필요하.
다면 다운로드한 자료를 저자 출판사에 연락하여 완전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수, / .
정된 것에 관한 점검은 자료를 두 번 다른 정보원이나 다른 네트웍 경로를 통(
해 다운로딩하여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함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
자료의 질을 관리하는 절차의 일부로서 출판물을 적합한 기술 환경에 설치하

여 운영 테스트하여야 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제공하고. ,
출판물을 저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기술적 환경 시스템 실행이나 체계 설정에 있어 지정할 기본적 사

항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등 설치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 테스트 절차에 관해 보고한다 특히 결함에 대한 것과 기능상의 문제가 있.
었던 것을 언급한다.

․ 후속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예 변환 정보가 이동된 사항 이( , , ,
용자 접근 에 관하여 기록한다) .

적절한 수준의 질적 관리를 위해 납본 자료를 완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

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테스트를 함으로써 종종 시스템이 과부하되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납본도서관은 이용자가 납본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

하는 기술 환경과는 별도로 테스트를 위한 기술 환경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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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처리4.3

납본 받은 자료에 대한 질적인 상태를 점검 한 후 많은 처리 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서지통정 인증 접근 통제 백업 작업을 포함한다. , , , .
․ 서지통정 납본된 자료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저(Biblioqraphic control) :
장된 위치로 링크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필요하다.

․ 인증 미래 이용자가 그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본래(Authentication) :
납본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지 대조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 디지털 서명 을 이용할 수 있다(time-stamping, ) .

․ 이용 통제 납본도서관은 자료의 특별한 이용 제한 사항(Access Control) :
에 대하여 알려주고 후속 단계에서 집행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납본받은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암호를 잃어 버리거나 암호화 한 알고리즘과 소프트

웨어가 퇴화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다.
․ 백업 전자매체는 자료 자체의 결함이나 사고로 예기치 않게 망(Backup) :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납본도서관은 납본 받은 모든 자료를 백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마크네틱테이프나 광디. (
스크 로 원본의 판을 만든다 보존용 복사본은 수집 일련번호 순으) bit-wise .
로 저장하고 납본자료는 다른 곳에 보관 하는 것이 좋다.

납본자료의 저장5.

납본자료의 장기 저장은 보존과 관련하여 논의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납본.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를 처음에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5.1

수집단계에서 납본도서관은 저장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납본도서관은 효과적으로 저,
장할 수 없는 자료는 배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립적이지 않으며 필요. ,
한 기술 자원을 도서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 현재의 기술 환경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납본.
수집에서 제외시킬 자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집 단계에서 특별한 기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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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 전자출판물이 다양한 포맷과 매체로 이용할 수 있을 때는 향후 보존 상황

을 고려하고 도서관 기술 환경에 가장 적합한 버전을 선택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는 원본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포맷과 매체로 변환하여야

한다 자료의 질에 대한 검사는 가능한 변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보.
통 운영 테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환한 버전으로 운영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른 곳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장 참조 오프라인 출판물의 경우 제작(7.2 )
품 본래대로 저장하고 내용의 장기 보존을 위하여 대표적 샘플본을 복사하

여 저장할 것을 권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존용 저장5.2

전자출판물의 보존을 위하여 두가지 기본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 오프라인 저장 방식 또는 서가 저장 방식은 책 또는 시청각 매체와 같은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매체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목록.
자료에 대한 참고사항을 서가 위치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이용할 때에는 저

장된 곳으로부터 가져와 열람할 수 있는 장치에 넣어야 한다.
․ 온라인 저장 방식은 출판물이 온라인으로 저장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보통 에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목록에CD-ROM/WORM jukebox .
기술되는 참고사항은 온라인 저장 위치 보통 논리적 주소 예, ( ,

로 표현되는 곳에 근거로하여 만들어device-directory-filename indentifier)
진다 이것은 저장 매체에 있는 출판물을 바로 자동 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온라인 출판물 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네트웍 자료 이 오프라인 예 다( , ) ( ,
운로딩한 후 과 같은 물리적인 저장 매체로 변환 으로 저장될 수 있는WORM )
반면 오프라인 출판물 예 도 온라인 예 에 저장 으( , CD-ROM) ( , CD-ROM jukebox )
로 저장될 수 있다.

저장 방식의 선택5.3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납본도서관은 납본된 자료의 저장과 관련

하여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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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을 저장할 것인지 또는 보존용 복사본을 저장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

다.
․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저장할 것이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원본과 보존용 복사본 두 가지 모두 저장할 때에는 두 가지를 링크시켜줄 수

있도록 목록에 기술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 저장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였다 표.( 4)

저장 환경5.4

디지털 매체의 저장 환경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나 안정된 수준

예 온도와 습도에서 커다란 변동은 피해야 한다 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적( , ) .
정한 온도와 습도의 범위를 표 에 제시하였다5 .
마그네틱 매체의 경우 전자 마그네틱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매뉴얼 지침 패키지 등과 같은 첨부 자료에 대해서도 저장 조건을 유지시. , ,
켜 주어야 한다.

표 저장방식 선택사항[ 4 : ]

오프라인 출판물 온라인출판물

원본 상태로 보존할
경우

보존용 복사본을 보존할 경우

오프라인
저장방식

모든 첨부자료와*
함께 원본자료를 서
가에 보존한다.

모든 첨부자료와 함*
께 원본자료를 서가에
보존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보존용 복사본을 만들
어 저장한다.
목록에 원본과 복사*

본을 링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보존용 복사본을 오*
프라인방식으로 만들어
저장한다.
목록에 네트웍 상의*

위치로 링크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시한다.

온라인
저장방식

첨부자료를 서가*
에 보존한다.

온라인방식으로*
원본을 저장한다.
목록에 링크정보*

를 제공한다.

모든 첨부자료와 함*
께 원본을 서가에 보존
한다.
온라인방식으로 보존*

용 복사본을 저장한다.
목록에 링크정보를*

제시해준다.

온라인저장방식으로*
보존용 복사본을 저장
한다.
목록에 네트웍 위치*

로 링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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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저장환경[ 5 : ]

온도 습도

마그네틱 매체 18℃ 35-45%
광학 매체 18-22℃ 40-45%

저장 능력5.5

전자출판물 시장이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장기적인 저장 수용 능력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독일도서관을 위해 수행된 연구를.
기초로 독일의 전자 출판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저장 수용 능력을 추정할 수 있

었다.

표 저장능력[ 6: ]

최대출판량
출판물 대
평균 매체수

매체 저장
능력

요구되는 저장
능력

디스켓 7,000 1,5 1Mb 10Gb
CD 10,000 1,3 600Mb 7,800Gb

온라인 네트웍/
자료

알려져 있지

않음

이용할 수

없음

이용할 수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이 표는 세기 말까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대 저장20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장해야 할 온라인과 네트웍 출판물의 양은 아직 알려.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중요하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년까지 독일과 같은 정보 대국이 필요로 할 저장량은. 2000 10,000
내지 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000 Gigabytes .
유럽의 납본도서관들은 전자출판물 저장을 위해 필요한 저장 공간을 조정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매년 출판양과 저장하여야 할 양을 기록할 것을 권한다.

저장과 서지데이터5.6

납본받아 저장하고 있는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록할 때 저장에 관련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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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데이터는. :
․ 원본이 보존된다면 원본과 함께 있는 모든 첨부 자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 원본과 보존을 위한 복사본 모두에 대하여 저장 포맷과 매체를 기술한다.
․ 원본과 보존용 복사본의 설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첨부 자료에 관하여

기술한다.
․ 보존을 위하여 자료가 변환된 경우 이로 발생된 모든 변화를 기술하여 준

다.
․ 원본과 첨부 자료의 저장 위치로 링크시켜준다.
․ 자료가 온라인 출판물인 경우 네트웍 본래의 위치와 이용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 준다.
․ 보존용 복사본이 있는 위치로 링크시켜 준다.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이용6.

서론6.1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국가의 지적 문화

적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납본도서관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납본도서관이 납.
본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납본도서관은 납본된 자료가 제한없이 이용되는 것을 허용 할 수 없으며 출판

사의 법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와같이 제한하면서도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고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보존 기능을 향상시킨 자료이므로 많이 이용되어도 손.
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료가 오랫동안 이용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 매체. (
손상 기술적 낙후 로 인하여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다 빈번한, ) .
이용으로 전자출판물의 작동을 체크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상의 문제

점을 찾아 대처할 수 있다 즉 빈번한 이용이 납본자료를 좋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이용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 출판물이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고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하,
고 있다면 출판사의 동의없이 이용하도록 한다 출판물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예 이미지 삽입음악 등 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는 자료라면 이들 자( , , )



유럽의 전자출판물 납본(1) 123

료에도 또한 이용 제한과 통제를 적용한다.
․ 출판물이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다면 권리소유자로부터 명확

하게 이용 또는 배포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출판물이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지 않다면 예 공공도메인이거( ,
나 저작권 기간이 완료된 것 납본도서관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료를 이)
용시킬 수 있다.

납본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도 제안되어지고 있다.
․ 도서관에서만 이용 납본도서관내 통제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현재 사용 중인 가장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불공정한 이.
용을 막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원격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전자도서관 개념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
다.

․ 통제된 원격지 이용 이용 허가를 얻어 캠퍼스내에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개발된 것으로서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이용을 위하여 보다 현대적

인 방법으로 접근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자료 이용을 감시.
할 수 있다면 모든 이용자에게 온라인에 의한 원격지 이용을 허용하는 것

이다.
․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 예 도서관내에서Time-windowing : ( ,
접근 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을 적게하는 중립식 접근 방법이다) .

물론 다른 해결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어떤 방법이든 납본도서관과 출판사 사이

에 협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도서관내에서 참고서비스6.2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의 가장 일반적 형태의 서비스로는 도서관내서

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식에 의한 이용과 관련하여 납본도서관.
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재 소장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매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보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체

와 첨부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말고 도서관 직원 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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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료를 이용시키도록 한다.
․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출판물의 본래 형태대로 물리적인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경우에 이용자가 출판물의 내용과 첨부된. :
소프트웨어를 읽을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다.
․ 온라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납본도서관은 온라인 이용에 대한

이용 안내 서비스 예 이용자에게 친밀하지 않은 시스템 인터페이스 검색( , , ,
언어 등에 대하여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가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

았다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 국. ( ,
가마다 특수한 조건과는 별도로 다음 지침이 사용된다) .

․ 도서관내 참고 이용은 개인의 연구로 제한한다.
․ 출판물의 내용을 찾고 검색하고 접근하는 것은 허용한다, .
․ 종이매체로 인쇄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 선의의 이용 하는 범위까지 허( )
락한다.

․ 이용자가 일시적인 저장 매체 예 디스켓 에 출판물의 일부를 다운로딩하는( , )
것은 허용하되 권장하지는 말아야 한다 납본도서관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
을 경우 도서관 직원이 직접 다운로딩해 주도록 한다.

․ 내용이 없는 소프트웨어 출판물 예 출판물의 설치나 작동을 위해 필요한( ,
소프트웨어 을 다운로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 납본도서관은 이용자가 참고한 납본 자료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형태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법과 납본법을 준수하도.
록 하기 위하여 납본도서관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한 안전 가능한 보장(
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 .
을 지녀야 한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납본도서관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납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보존된 출판물을 네트웍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용자가- .
자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이용자가 출판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고 네트웍을 통해 다른 곳으-
로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환경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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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서관내에서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워크스테이션은 읽기-
와 쓰기가 가능한 매체 예 디스켓 드라이브 플리에어 를 위( , , CD-ROM )
한 드라이브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도서관내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용 조건과 이용자의 권-
리와 의무를 모두 명확하게 한다.

서비스 수준과 저장 방법6.3

납본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접근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보존의 관점에서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는 보존 중심 도서관이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
스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없는 원본 형태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
록 해주는 것이다 납본도서관과 이용자 둘 다 납본된 자료를 참고하는데 있어.
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보존을 더 우선한다는.
것은 서비스 수준 예 자료 이용 속도 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일반적으로 납본된 출판물의 이용이 비교적 낮아 자료 이용 속도를 중요시하

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압축 기술을 이용하거나 비교적 느린 저장 매체에 저장

함으로써 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납본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납본된 자료의 저장 방식을 오

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중에서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다 참조 이러한 선택은(5.2 ).
납본도서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과 관련하여 선택된 방식의 비용을 고

려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 서비스와 서지 정보6.4

납본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납본된 자료의 목록을 제공하는 서지

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서지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러한 목록시.
스템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본자료 목록은 기능에 있어서 국가서.
지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납본도서관이 사용하는 서지시스템은 납본된 전자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서지사항에는 소장 위치를 알려주는 두 가지 형태.
의 지시자가 있다.
․ 문헌의 본래 위치나 근원을 알려주는 지시자

․ 납본도서관에 소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126 도서관 년 가을Vol. 54 No. 3(1999 )

다른 종류의 지시자가 아래 표에 요약된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출판물을

위해 필요하다.

표 저장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7 ]

본래 위치 보존된 위치

오프라인출판물

원본 및 첨부된 자료의

오프라인 저장 위치를 표

시해주는 지시자

보존용 복사본의 오프라

인 또는 온라인 저장 위

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온라인출판물
원래의 네트웍 위치와 접

근방법을 기술

보존용 복사본의 온라인

저장 위치를 알려주는 지

시자

만일 이러한 지시자들이 브라우저와 뷰어를 사용하여 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네트웍 링크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링크를 납본도서관의 이용자,
에게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대부분의 목록 시스템은.
직접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링크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
록 해주어 목록을 통해 전자문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용 통제를 요구하는 납본자료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시키는 것

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납본도서관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도서관내

통제가 가능한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장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의 두 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공공에게 공개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것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하여 목록에 제공하는 데이

터 형태를 기술하였다 공개된 도메인 자료를 선택하였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는 납본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 이용 조건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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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개된 정보원[ 8 ]

도서관 내부 이용 도서관 외부 이용

공개된 도메인 링크 속도가 느림 이용가능, 링크 속도가 느림 이용가능,

저작권이 있는
자료

․ 이용자로부터 링크를 숨긴다
․ 이용자에게 도서관 내에서 참
고자료로 제한된 구역에서 이
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링크가 공개적이나 이용을 제한
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용자에:
게 이용 제한 및 이용 비용 등을
알려 준다

․ 그외 이용자로부터 링크를 숨:
긴다.

이용 허가
협정이 체결된

자료

․ 이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
면 이용자로부터 링크를 숨기
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그외 :
․ 이용자에게 링크된 것을 알려
준다

․ 이용자에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용을 제한하는 것, ,
비용 등을 알려준다

․ 이용을 제한한다면 이용자에게
링크를 숨기고 제한된 구역에서
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

․ 그외 :
․ 이용자에게 링크된 것을 알려준
다.

․ 이용자에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는 것 이용을 제한하는 것 비용, ,
등을 알려준다

표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원[ 9 ]

도서관 내부 이용 도서관 외부 이용

공개된 도메인 링크 속도가 느림 이용가능, 링크 속도가 느림 이용가능,

저작권이 있는
자료

링크 속도가 느림 이용가능, ․ 링크가 공개적이나 이용을 통제
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용자에 게
이를 알려주고 접근이 제한됨과
비용 등을 알려준다.

․ 그외 이용자로부터 링크된 것:
을 숨긴다.

이용 허가
협정이 체결된

자료

․ 이용자에게 링크된 것을 알려
준다.

․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용을 제한하는 것 비용 등을,
알려준다.

․ 이용자에게 링크된 것을 알려준
다.

․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용을 제한하는 것 비용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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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지레코드는 출판물의 법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일 자료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밖의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그

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서비스 기회6.5

만일 이용 허가를 납본한 사람으로부터 얻었다면 납본도서관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납본된 것에 근거한 서비스 이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추가 서비스로는 개인 연구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인쇄 복사 다운로딩 원격지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이러한, , , .
서비스는 납본 당사자가 무료 또는 기타 다른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래도 보통 납본도서관은 이용자 신분을 확인할 것이며 추가 서비스에 대. ,
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본도서관은 출판사를 대신하여 자료.
배포자로서 활동하고 출판사를 위해 이용 요금과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같은 추가 서비스는 이용자와 출판사를 위해 제공되는 서

비스로 생각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
하여 이용자와 출판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 다른 많은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전자출

판물의 법적 납본에 대한 이점을 만들 수 있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출판사를 대신하여 자료를 보존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 다른 도서관에 문헌을 제공 저작권이 살아있는 자료에 대하여 출판사와 맺(
은 이용허가 협정에 기초하여 문헌 제공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 저작권이 없는 자료에 대하여 국가 를 설립 납본할 수 있는 자Repository (
료와 납본할 수 없는 자료 모두 할 수 있다) .

자료 이용과 서비스에 관한 권고사항6.6

․ 납본된 전자출판물에 대한 공개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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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것을 규정에 포함시킨다.
납본된 자료는 통제가 가능한 환경 이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자료 이용에 적용한 법적인 제재와 자료의 공정한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
를 충분히 숙지시킨다.

․ 납본 자료에 기초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 납본도서관은 절판된 자료 예 출판사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더 이상 자' ' ( ,
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자료에 대)
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보존 전자출판물의 계속적인 이용7. :

서론7.1

대부분의 인쇄자료는 저장 상태가 적절하고 사용된 재료 예 종이와 잉크 의( , )
질이 좋은 것이면 무한정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다 전자자료의 경우는 인쇄자.
료와는 달리 주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보존 비용과 특성 때문에 납본도서관 이외에서는 장기 보존과

이용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출판사나 네트웍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전자출판물의 보존 임무를 맡기는 식의 중앙집중식화 하지 않은 보존

모델은 권장되지 않는다 전자 출판물의 보존은 납본도서관의 관리하에 보존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납본도서관은 가능한 많은 납본자료를 보존하려고 하여야 하나 보존자료에 대

한 선별이 필요하다면 문화적 기록의 대표적인 표본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제작품 대 내용7.2

정보 내용이 전자 매체에 담겨져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정보를 이용하고 보

여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매체는 손상될 것이며 현재.
의 매체를 읽을 수 없거나 오늘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없는 새

로운 하드웨어가 개발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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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처리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전자출판물 제작품. ' (artefacts)'
즉 출판사로부터 접수한 상태 그대로 보존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들 자료에 접근

할 수 없을 것이며 내용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내용을 중요.
시하여 보존하려고 한다면 시각적으로 표현된 많은 부분과 전자문헌의 기능을

잃게될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서는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출판물을 '
보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바뀔지라도 내용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출판사는 출판 제작품의 보존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출판물의 내용을 보존한다는 것은 출판물의 실물을 쉽게 잃어 버릴 수.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출판사는

제작품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적 내용 즉 출판물의 내용이 우리가 보존해야 할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전자출판물로 표현되는 문화의 다른 측면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년까지 어느 누구도 모자익 브라우져로 현재 페이지. 2050 World Wide Web
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다시 하거나 인터액티브 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CD
악기를 알아내는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 시대의 정.
신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웍 자료를 브라우징하거나 읽.
기 위하여 많은 도구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할 글자체 색상 레이아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내용에 접근하는, , .
두 이용자가 다른 방식으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정보를 통해.
그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식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두 이용자가 자료

에 접근 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존이 어려

운 문제이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많은 경우 대화식 전자출판물은 다른. .
매체로 변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인터액.
티브한 특성 보고 느끼는 부분과 기능 두가지 모두 이 변하거나 상당히 감소한( )
다 두 번째는 온라인 출판물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출판물의 대화식 기능은 종. .
종 다른 출판물과의 관계를 내포한다 한 가지 예로 온라인 호스트 기관들은 데.
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인 높은 수준의 인덱스 구조 또는 검색 통제어를 제공한

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
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예로는 다른 자료에 상호 링크시켜 주는 것.
이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에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있World Wide Web HTML
다 온라인이나 네트웍 출판물을 납본하는 것은 온라인이나 네트웍 환경으로부.
터 벗어나 납본도서관에 저장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래 환경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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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식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납본도서관은 납본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지적 내용의 보존에 초점

을 맞추어 자료 원본에 있는 대화식 기능 활발하게 움직이며 나타내 보여주는,
기능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 제작품에 대한 개념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 물리적인 객체, .
인 오프라인 출판물은 그 자체로 문화의 표현이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내용 접근이 불가능할 지라도 매체 또는 패키지에 예술 작품과 첨부물을 포함하

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매체 또는 패키지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과 첨부물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첨부물 예. ( ,
메뉴얼 은 출판물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일 수 도 있다) .
그러므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다른 매체 예 디스켓에서 대용량 저( ,
장소로 또는 현재의 를 앞으로 새로운 광학적 매체로 로 변환할 때 납CD-ROM )
본도서관은 적어도 받을 때의 형태 그대로 패키징 매뉴얼 소프트웨어 등 모든, ,
첨부자료와 함께 제작품의 대표적인 샘플을 세트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납본도서관은 보존할 매체에 저장되는 내용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오프라인 출판물의 모든 첨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디지타이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조사하여야 한다.

매체의 장기 보존7.3

전자출판물의 보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보존을 위하여 다른

포맷이나 매체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변환하여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 매체의 물리적 훼손 전자출판물의 배포와 저장을 위해 사용된 매체가 무:
한정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복사를 해 두어야 한다.
디스켓 정기적으로 복사 년마다 새로운 디스켓으로 바꿔줌 해 두거나- : (2 )
광학적 매체로 즉시 바꿔준다.

단기 수명이 년 이상 적으로 복사할 필요는 없다 예상되- CD-ROM : ( 10 ) .
는 수명이 확실하지 않다.

․ 기술 환경의 불확실 전자출판물에 접근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가 무한정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

로 대체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변화시켜 주지 않고는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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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매체 운영 환경을 사용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 .
․ 경제성과 관리상의 문제 소요비용과 국립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인적:
기술력과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저장을 위해 사용할 포맷

과 매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를 압축하여 필요한 저장 능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 본질적 원인 자료 자체의 정의에 의하여 네트웍 출판물은 본래 매체 그:
대로 입수하여 저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매체로 변환하여야 한다.

현재는 전자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두 가지 매체가 사용되고 있다 마그네.
틱 매체 디스켓 하드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릴 또는 카드리지 와 아날로그 레( , , )
코딩 레이저 디스크 또는 디지털 레코딩 등 으로( ) (CD-ROM, CD-I, Photo-CD )
된 광학적 매체이다 광학적 매체는 이용자가 디스크 읽기전용. ( ,

또는 에 내용을 추가 하거나 바꿀수 있는 것으Write-once(WORM) re-writable)
로 구분한다.

광학적 매체 주로 가 현재까지는 전자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존( CD-WORM)
하기 위하여 선호되는 매체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수록하며 비용은 저렴하다.
․ 기술을 이용하여 상당히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 하나의 장치에Jukebox (

장의 디스크 용량을 허용 를 제공한다100 ) .
․ 접근 속도가 느린 것은 내용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

는 것은 아니다.
․ 비교적 장기적인 수명이 예상된다 적절하게 저장하여 취급한다면 일반적( ).
으로 년까지로 예측함 특히 질이 좋은 디스크는 년 년10 ( 25 100 )∼

광학적 매체는 급격한 기술 혁신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은 대용량. CD-ROM
을 저장하는 비교적 저렴하고 과거 몇 년에 사이에 로 접근(600 Mb) 4-6 Factor

속도가 증가한 매체이다 더 질이 좋은 매체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 몇 년 이내. .
에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매체가 표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Re-writable) .
같이 새로운 매체를 읽기 위해 필요한 현재 장비를 가지고 현재의 을CD-ROM
읽을 수 있을 지라도 년 이상이 지나서도 호환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 10 20∼

같지 않다 그러므로 기술의 낙후가 매체 손상보다 더 심각 한 문제가 될 것이.
다.
배포되는 매체의 기술 개발로 인하여 납본도서관은 새로운 장비에 투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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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다 이러한 비용은 납본도서관이 장비가 시장에 나올 때 바로 구입하기.
바란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납본도서관은 새로운 매체로 발행되는.
출판물 수집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매체가 성공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

지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장비의 구입을 연기할 것을 권한다.
전자매체로부터 종이나 마이크로필름으로 변환하는 것이 매체 훼손과 기술 퇴

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보존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같이 보존 전략으로.
서 전자 매체가 아닌 매체로의 변환은 동적이며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멀티미디

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권하지 않고 있

다.

정보이동 전략7.4

자료 본래의 포맷과 매체로 전자출판물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저장 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보존이 보장되는 안정적.
이고 지지할 수 있는 매체 포맷 환경으로 전자출판물 정보를 이동하는 전략을, ,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존 및 이용위원회의 디지털정보 보존 테스크포스. (Task
Forse on Archiving Disital Information of the Commission on Preservation

와 학술도서관단체 는 정보이동의 개념을and Access) (Research Libraries Group)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보이동이란 하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체로부터 다른 구성체로 또는" /

한 세대의 컴퓨터 기술로부터 다음 세대 컴퓨터 기술로 디지털 자료를 정기적으

로 옮겨 보존하려는 조직적인 작업이다 이와 같이 정보 이동을 하는 목적은 계.
속 변화하는 기술에 직면하여 디지털 정보를 보여주고 검색하고 조작하고 이용,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정보 이동 전략은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

다.

․ 매체 재생 하나의 물리적인 정보 용기 예 디스켓 로부터 같은 형태의 다: ( , )
른 용기 예 새 디스켓 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매체( , ) .
훼손의 문제 즉 본래 정보 용기가 일정 기간 안에 손상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재생률이 높은 보다 안정적인 매체로 변환할 것.
을 권한다 수명이 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기술의 퇴화로 기. 20 25∼

술적 환경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며 재생할 필요가 없다.



134 도서관 년 가을Vol. 54 No. 3(1999 )

․ 매체 변환 하나의 매체 보통 안정적이지 않거나 표준이 아닌 매체 로부터: ( )
다른 매체 보다 안정되고 표준화된 매체 로 전자출판물을 바꾸는 것을 말( )
한다 납본을 목적으로한 매체 변환은 출판물의 본래 모습과 기능을 보존.
하여야 한다 변환의 유일한 목적은 매체에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고 가.
능한 장기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출.
판물의 종이 매체로의 변환은 권장하지 않는다 납본도서관이 사용하는 매.
체가 낙후되고 공급자가 하드웨어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 할 때에도 매체

변환이 필요하다.
․ 포맷 변환 출판물의 데이터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포맷: .
변환은 보통 도서관이 다루는 포맷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도서관이

수집을 거부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는 출판물의 포맷을 변환하기 위해 적용

한다 후속 단계에서는 데이터 포맷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때 기술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은 포맷 사이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납본도서관은 변환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표준 포맷

인지 그리고 충분히 출판물 본래의 내용과 기능을 보존하는 지를 검사하여

야 한다.
․ 기술 환경의 이동은 보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동은 다른 기술.
환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에서 운영되도록 출판물을 변환하는( )
것이다 정보데이터 내용과 프로그램된 기능 사이를 링크시키므로서 기술.
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증가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전자 멀티미디어 출판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화식 기능을 쉽게

부분적으로 재 프로그램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다양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술 이전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사.
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술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과

본래 기능의 엄청난 손실 없이 기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 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기술 환경 대리시행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 이동은 비용이 너무:
많이들며 심지어 실제로 시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기술이동에 대한 대안.
으로는 대리시행기의 개발 즉 새로운 운영 환경에서 작동하고 지금은 퇴' '
화된 이전 기술 환경을 대행하는 시스템의 개발이다 예들들면 프로세. x86
서에서 운영되었던 세대 마이크로컴퓨터 의 대리실행기1 (Z80, CP/M, C64)
를 개발한 것이다 지금은 쓸모없는 이러한 컴퓨터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변환 카세트 테이프를 디스켓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이 현재 사용되(
는 매체로 변환하는 것 이외에 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용 하는 방)
법이다 납본도서관은 기술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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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행기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보이동 계획7.5

장단기 정보이동 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단기 정보이동은 자료.․
의 수령후 정보이동을 년 내에 실시하는 것이다 장기 이동은 장기간 보통5 . , 10
년 년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25 .∼

단기 정보이동은 디스켓과 같이 수명이 짧은 매체로 출판된 경우 수집된 자료

를 안정된 매체와 포맷으로 변환하는 매체 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한다.
단기 정보이동을 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계획은 납본출판물의 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의 정보이동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이동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드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계획이 중요

하다.
저장과 정보이동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납본도서관은 기술 환경이 정

기적 일반적으로 년 으로 보다 심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자체( 5 10 )∼

기술 환경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은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자원 개발과 내구성있는 저장 매체의 개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개발되면 정보이동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납본도서관 내에 기술 환경이 년내지 년마다 급격하게5 10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변화는 납본도서관 다소 상위 조직 예 국립도. ( ,
서관 이 새로운 컴퓨터시스템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으로 바) , ,
뀔 때 일어난다 만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과 양립할 수.
없다면 대규모 정보이동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의 변화로 납본자료를 대대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 비

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이동 비용이 새로운 기술 환경과 관.
련하여 내려야 할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술 환경 변화가 년에서 년 이상에 걸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어10 25
떤 종류의 대체품을 이용하게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보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술의 변화율이.
증가 보다 빈번한 기술 환경의 이동을 요구 할 것인지 장기간 안정된 기술을 유( )
지하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감소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납본.
도서관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 환경으로 이동해야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나 적어도 년까지는 일어나지2010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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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도서관은 납본자료의 상태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주의깊게 조정하여야 하

며 정보이동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발전을.
내다볼 뿐 만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살인마"
같은 기술 을 찾아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보이동은 보통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묘사하는 서지 하부시스템

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서지시스템을 정보 이동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서지레코드의 변화는 매체와 포맷에 대한 기술과 저장 위치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정보이동의 어떤 것은 서지시스템의 기술적 변화를 요구.
할 것이다 이러한 한 가지 예로 납본도서관이 전자 저장 매체로 된 출판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저장 매체로 이동한다면 서지시스템

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보이동 비용7.6

대규모의 정보이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전자 납본 자료가 장기간 어,
느정도 양이 될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정보이동 비용을 계

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비용 산출과 관련된 요소를 요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 납본도서관의 비용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저장-
양과 사용 형태-
추가 서비스를 위한 소유권 거래-
기술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

․ 연간 정보이동 비용은 다음에 달려있다.
원래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 텍스트를 이동하는 것이 복잡하게 상- (ASCII
호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출판물을 이동하는 것 보다 저렴하

다)
정보이동의 빈도 매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 환경의 수명 사이클- ( , , , )
컴퓨터기능 검색 디스플레이 링크 등 내용 이외에 정보 이동시 이동되- , , ,
어야 할 것들.

․ 메가바이트당 저장 비용은 다른 비용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저장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나 총 저장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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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용 요

소가 될 것이다 대리실행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
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으며 그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보존데이터7.7

적절한 이동 전략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

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서지레코드에 물리적인 것과 내용을 기.
술하여 서지레코드에 통합 또는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에 관련된 주요 데이터 :

․ 이미 적용시킨 이동 방법 이동 날짜 변경된 내용 기능 등을 기술하여 이, , ,
동 역사를 기록한다.

․ 출판물의 현재 보존 형태에 필요한 기술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그 기록이 환경을 다시 만드는데 충분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
․ 현재 사용된 매체의 수명과 계획되어 있는 다음 이동 날짜를 기록한다.

보존을 위한 선정 기준7.8

원칙적으로 모든 납본 자료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을 생각하.
면 납본도서관이 보다 선별적인 보존 정책을 적용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표성의 원칙을 근거로하여야 한다 예컨대 납본장서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 자료중 대표적인 표본만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공식적인.
출판물 형태와 내용 정보원 문맥 두가지에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표본은, , .
자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주제와 논제 저자 출판사 독자 등을 잘 대표하, , ,
여야 한다.
보존하기 위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보존 비용 기록 형태나 기,
대되는 사용형태 등에 의하여 자료를 선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납본 장서의 구성에 불필요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은 내용 프레젠테이션 대화식 기, ,
능 등과 같은 출판물의 여러 가지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실제로 보존될 수 있

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내용 가치가 상당히 줄어든다면 다른 자료를 선택하.
여야 한다.



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도서관과 저작권 을 주제로 개최한 제 차'99 5 24 31 " " 3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주제발표 내용입니다.․
기조보고< >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신 인 용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 )

우리 대표단은 어느덧 년째를 맞이한 한일 양국의 국립도서관인 상호 업무3 ․
교류에 참석하여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오늘날과 같이 시공을 초월한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사회라 일컬

어지는 세기의 도서관에서 원문 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21 ,
따라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 국립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진정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제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화.Ⅰ

조직 및 예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년 월 서울의 중심지 소공동 에 국립도서관 으1945 10 ( ) " "
로 개관하여 여러 차례 조직상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직은 개관 당시 과 분관이었던 것이 년 과 분관으3 1 1967 5 1
로 신축 이전 후 조직 확대로 년 부 과 담당관 분관으로 확대되었습니, 1991 2 7 1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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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는 계속되어 오다가 년 정부 조직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서지표준1998 "
과 가 폐쇄되어 부 과 담당관 분관으로 되었고 직원도 명이 감축되어" , 2 6 1 1 32 ,
년 월 현재 총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99 1 222 .
장서는 납본자료를 중심으로 총 만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약330
만 책이 증가하였습니다27 .
올해 국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억 원이며 이 중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보273
존서고동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특별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아 정보화 근로사업에 약 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50

주요 사업 추진 현황.Ⅱ

학위논문도서관 운영◌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율이 높은 자료 중의 하나가 학위논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 소장된 학위논문은 만여 책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전체 이용자68 ,
의 정도를 차지하여 일일 평균 여명이 책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30% 1,000 4,500
니다 이로 인해 논문 출납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자료 훼손 또한 급격히 진행.
되고 있어 자료 관리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과.
도한 업무량으로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학위논문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환경의 개선을 검토하게

되어 지난 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한 결과 분관을 학위논문도서관2 , " "
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올해 월에 분관은 학위논문도서관 가칭 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9 " "( )
다 내부 시설로 논문검색실과 정보봉사실을 두어 이용자가 직접 논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직원이 논문 검색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논문 관리는 기본적으로 폐가제로 운영되지만 최근의 논문을 비롯한 일부 자

료에 대해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로 크게 나누어 자료실 체제로, ,
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동안 분관은 국내의 시범적인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서비스의 모델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만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된 것을 고려할 때 기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즈음, .
에 본관의 서고 공간 부족과 맞물려서 이번을 기해 학위논문도서관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관으로 학위논문을 이전.
함으로써 본관과 분관이 모두 쾌적한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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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본관 자료와의 연계라든가 대학도서관과의 협력 학위논문 본,
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등 고려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납본◌

우리 도서관은 국내의 기록물에 대한 영구 보존 관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출판물의 급증에 따른 출판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납본 자료 중 전자 출판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자출판물 수집에서 이용 제공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내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패키지 형태로 된 전자출판물은 납본을 받아 왔고 우리 도서,
관이 제작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도서실

을 통해 또는 전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은 그 매체의 변화가 다양하여 최근에는 인쇄매체와 전자매

체를 병행하여 발간되던 자료들이 네트워크 상에서만 제공되고 더 이상 인쇄물

로는 발간되지 않는 자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 상에서만 제공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그

내용이 사라지는 현상은 도서관의 이용 서비스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상의 자료에 대한 수집 이용 보존에 대한 근본적, ,
문제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전자출판물을 납본 받아 이,
를 처리 가공하고 다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 본문 정보와 같은 모양으

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도 저작권의 문제가 따를 것이며 출판사나 정보 제공자들과의 계약과

동의를 얻는 등 다양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운 과제들이 따를 것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선진 도서관들이 시험운영을 가동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환경에 적합한 시,
스템을 찾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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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대처.Ⅲ

인쇄자료 보존을 위한 노력◌

전자출판물이 급증한다 하더라도 인쇄매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인쇄자료는 도서관의 가장 중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 전승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도서관은 주요 시설인 보존서고동 공사를 년 말까지 완공하기2000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귀중자료의 보존환경을 조성하고 원본자료의 매체변환 탈,
산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보존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담당 직" " ,
원을 국내외 문헌보존연구기관에 연수시켜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도서관협력망 구축◌

중앙도서관으로서 전국종합목록 구축과 개 주요 도서관을 연계하는 도D/B 495
서관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국가문헌정보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문헌정보처리 표준화를 위해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
등 각 매체별로 개발해오던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을 매체와 관(KORMARC)
계없이 윈도우즈 환경하에서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서지용 버전을 개

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
도서관협력망 사업으로는 지역공공도서관별로 자료의 특성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서관 자료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분담수서 추진과 함께 상호대차 여건을 개선

하여 나감으로써 공공도서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교육훈련◌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문사서 육성을 위하여 국공립도서관21 ,․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과 문고직원을 대상으로 사서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교육과정은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최신의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무중심이며 연수대상자의 확대와 다양한 전문분야 교육 개발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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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훈련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전

통적인 방법을 개선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분야에.
서 일하는 사서들을 일정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만으로는 그 교

육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서 교육 훈.
련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용 서비스◌
년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이 이제 완성1997

단계에 접어들어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험과.
정을 거쳐 연말에 가동되면 이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체와 관계없이 우리 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도서.
에 대한 서지정보만 제공되었던 것에서 비도서류의 것까지 제공됨으로써 이용상

의 편리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난

월부터 전화예약이용제를 통한 야간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
또한 학위논문이 학위논문도서관으로 이관되는 월부터 주제별 개가자료실에9
는 최신 자료 년 이후 발행 를 비치하여 이용시키고 년 이전 발행 자료는('95 ) , '95
서고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

니다.

도서관 발전 계획 수립◌

앞으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과 인원 문제를 포함한 도서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 장단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금년 중에 시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해 조직과 인원이 축소개편되어 직원은 부족한데

도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폐지된 서지표준과 업무는 수집과 정리를 맡고 있는 납본과 자료조직과,
로 분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창의적이고 신축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편 업무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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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보환경에 대하여. -Ⅳ

도서관은 점차 컴퓨터 전자출판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통신의 발달의 영향으, , , ,
로 소유에서 접근의 개념으로 시설로서의 도서관에서 지적체계로서의 도서관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전자도서관 구축은 전자출판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 축적 통신 등 가지, , 3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
으로서의 도서관 즉 기록매체의 원본 자료는 언제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점차 비중이 늘고 있는 전자출판물로 인해 도서관의 서비스

양태가 크게 변화되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의 해결방안 모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립도서관이 한 나라에서 리더쉽을 가지려면 전통적인 국립도서관의 기능 외

에 미래 지향적 전자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국립 도서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통적 고유업무의 발전을 도모.
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만이 앞으로 국립도서관의 나

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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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보고< >

세기를 향한 국립국회도서관 관 체제에의21 : 3
적극적인 대응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부부장( )土屋紀義

지난해 개관 주년을 맞이한 국립국회도서관은 바야흐로 세기를 눈앞에 두50 21
고있는 지금 크게 변모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가칭 과 국제어린이도. ( )
서관의 개관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 전관,
에 걸쳐서 고도정보사회의 신속한 전개에 대처하기 위해 당관에 부과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업무체제의 재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기의 국립국회도서관은 계속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에 정확21

하게 대응함에 따라 업무의 모든 면에서 양상이 변해가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

고방식과 기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점에서 발상의 전환과 기법.
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가. .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기 초두에 구축될 관 체제를 향한 국립국21 3
회도서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개략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관서관은 년 월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년 월 일1997 12 , 1998 11 30
기공식이 거행되어 드디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었다 또 상세 설계도도 완성되.
었다 관서관은 년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관까지는 년여 남아있다 관. 2002 , 3 .
서관은 전자도서관 기능 이용자의 내관을 예정하지 않는 문헌제공기능 도서관, ,
협력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앞으로 관서관이 제공하게 될 서비스를 구체적으.
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업무를 상세하게 구성하고,
그것을 실행할 조직의 구조를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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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지 외에 관서관에 아시아문헌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당관의 아시3
아정보발신 기지로 삼을 것이다 이 센터는 한국관계자료를 중요하게 취급할 것.
이고 또한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기대된다.
최근 수년에 걸쳐 예의 개관 준비를 진행해 온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마침내 제

기 개관을 향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제 기 개관은 년 월로 예정되어 있1 . 1 2000 5
는데 그 후에도 계속될 시설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년도에 제 기 개관을 할, 2002 2
예정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현재 예정하고 있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도서관 개설준비는 시설 배치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비 서비, ,
스 메뉴의 구체화 등의 면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장자료를 전.
자미디어로 변환하여 이를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
는 앞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선구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년도에는 관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전면 개관되는데 그에 따라 동경2002 ,

본관과 합하여 모두 관 일체가 되는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동3 .
경 본관의 업무 및 조직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국회도서관 개관이 담. 1
당하고 있는 업무를 관 체제 내에서 각각의 도서관이 어떻게 기능을 분담해가3
며 연계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 입각해서 동경 본관의 기본적인 성격,
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 주로 소위 새로운 도서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당면한 당관의 움직임을,
개관하였다 그 저류로서 당관이 가장 우선시 하는 국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
상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갈 것인가에 대해 확인해,
두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고도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업무의 재구축이 필.
요하며 그로써 국회 사법행정 국민이 갖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는 것을, , ,․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자 한다.

2.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관 체. 3
제 구축을 전제로 하는 문제도 있다.

년 월에는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상 이 책정되고 또 그 실현1998 5 ,「 」

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 기본계획 이「 」

결정되었다 기반시스템 은 전자도서관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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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 체제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하나로 운영해 가기3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이 시스템은 금년 월말 기본설계가 완성되었고 금. 3 ,
년 중으로 상세 설계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
고 본 시스템 상에서 실현될 업무의 구체적 기본 성격을 공고히 할 필요가 생,
겼다 이런 의미에서 기반시스템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회서비스를 전자도서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조사의 창 을 개설하고 또 국회 회의록 전문 데이터베( ) ,調査 窓の「 」 「

이스 를 구축하여 이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이것을 양, .」

과 질 면에서 모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된 정보가 격류처럼 유통되고 있는 오늘날 종래에는 대부분이 종이매,
체였던 도서관 자료가 계속해서 전자매체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에도 대응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데 금년 월 관외 관계분야에 지식과 경, 2
험이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관장 자문기관 납본제도조사회 로부터 답신이「 」

나왔다 그 중에는 이른바 패키지계의 전자출판물을 납본제도의 대상으로 한다.
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당관에 의해 답신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움직임,
이 시작되고 있다.
전자도서관구상 구체화에 임해서는 제도면 소요 비용 등에서 오는 제약조건,
이 있지만 이미 구체화에 착수하였다.
당관은 년부터 정보처리진흥사업회와의 협력에 의해 전국 공공도서관을1994 ,
대상으로 한 종합목록 네트워크 실험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작년 년부터 이, 1998
를 당관의 사업으로 하여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당면목표는 도도부현립. ․ ․ ․

도서관 및 지정 도시립 도서관의 개 도서관에 네트워크( ) ( ) 70都道府縣立 都市立․
를 구축하는 것이며 현재 개관이 참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자50 .
료 및 서지정보를 공유하는 가능성을 크게 넓히고 이 네트워크를 기초로 도서,
관간 대출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에서 큰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전자도서관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전부터 전자도서관추진실 설치 준비

가 진행되어 왔는데 년도 예산 요구에 반영되어 그 설치가 정식으로 인정, 1999
되었다 올해 월 일 총무부 기획과 내에서 전자도서관추진실이 발족되었고 전. 4 1 ,
자도서관추진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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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과 같은 움직임의 한편에서는 년도에 설치된 경영개혁검토위원회가, 1997
관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년도까지 두 해에 걸쳐 검토하였3 1998
다 그 결과 년도에는 구체적인 업무 개선점이 받아들여졌고 년부터는 이. '97 , '98
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년도에는 이미 외관이 완성되고 있는 관서관의. '98
실시 계획내에서 주로 관 체제에 있어서 동경 본관의 서비스와 조직기구의3 ․
기본 성격과 특히 국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개선을 검토해 왔다.
올해는 이들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상세화

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에 업무개선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부관장을 좌.
장으로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 관리직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국, ,
은 총무부 기획과에 소속되어 있다 추진회의에서는 과제를 설정하고 관계 부. , ․
국과에 그 추진을 맡기며 부국과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 ․
서는 추진회의의 책임 하에 이를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회의의 설치는 관 체제 발족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정책 책정에 대해 신속3
한 의사결 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된 것은 다음의 개 항목이다10 .
(1) 국회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서비스,
(2) 관 체제를 기초로 한 이용자서비스의 재구축을 내관이용자 서비스를 중3

심으로 수행하는 일

(3) 특히 동경 본관과 관서관의 연계에 유의하면서 문헌공급서비스 제공을 구

체적으로 검토하는 일

(4) 관서관 장서의 정비,
(5) 특히 동경 본관 관서관 관간 자료의 분산배치 흐름을 염두에 둔 자료, 2 ,

관리 방법,
(6)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의 구축,
(7) 관서관 이전 계획 책정,
(8) 전자도서관서비스 실시 요령 작성,
(9) 특히 동경 본관 관서관의 관 체제에서의 도서관 협력 업무 재구축, 2 ,
(10) 동경 본관의 재편성 재배치· .

이상 개 항목의 과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목에 따라10 ,
서는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있고 검토기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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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업무개선추진 회의의 활동기간은 년부터 년까지이다 그 기간 중. 1999 2001 . ,
우선 관 체제 실현의 구체화를 진행시키고 또 앞으로 년 정도를 염두에 두어3 , 5 ,
관 체제로 발족된 이후의 업무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회의 임무가3
될 것이다.
이를 기해 국립국회도서관은 세기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리21 .
하여 당관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미래

에의 전망도 열어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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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도서관과 저작권

이 치 주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사무관( )

서 론1.

인류문명의 발전에 있어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 유산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후손에 남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서관은 기원전부터 설립.
되어 인류가 남긴 전적문화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
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 전산

매체가 개발되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
터넷 등 대중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를 신속저렴하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
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문화의 변화를 일으켜 책으로 기록된.
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디지털정보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게 하였다 또한 이러.
한 환경은 기존의 도서관 개념을 단순한 정보축적 공간에서 컴퓨터전자출판․ ․
네트워크멀티미디어 등이 도입된 자료접근 개념의 도서관으로 그리고 시설로,․
서의 도서관에서 지적 체계를 갖춘 전자도서관의 개념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변

화시키고 있다.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이용자는 목록초록목차는 물론 본문까지도 도서관을 직접 방문. ․ ․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소장자료의 디지탈화로 인하여 저.
작권보호 정보윤리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 ,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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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서의 도서관2.

도서관은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 ․
화적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한 자원인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
권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도서관과 저작IFLA WIPO
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차 한일. " 3 ․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의 주제발표로 도서관과 저작권을 다루게 된 것은 급변하"
는 정보환경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배포전달하여 저작물, ․ ․
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되"
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말로 바꾸어보면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
는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며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함도 아닌 것이

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특별한 보상을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배타적인 독점기간이 종료된 후 그들의

우수한 지적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이다.
초기저작권은 출판업자들이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경쟁으

로부터 출판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에게 책 판매에 대한 독립적 권한만을 인정하였기 때문

에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복사판매대여하여 주는데 아무런 문․ ․
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관과 출판업자와의 관계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출판사나 저자에게는 도서관.
이 가장 확실한 고객으로 도서관의 계속적인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 저자들의 창

작활동이나 출판업자들의 출판활동이 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은.
저자 출판사와 공동으로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
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 저작권법규의 핵심원리는 과거처럼 작품에 담고 있는

무형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그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것은 년 말에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개. 1993
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간 교역을 억제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주요 정책목표를 존중하고 건전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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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규칙의 국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최빈국의 특수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은 초기 저작권법에서처럼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의 제한이 허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것이 공정사용의 인정이다 저작권에 대한 국제조약인 베른조약이나 세계.
저작권조약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서 한국의 저작권법도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전달이라는 문화적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조항을 두어28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공정사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우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
서기록 등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o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의 복제물을 인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1 1
o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

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국가지방자치단체,․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그밖의 자료를․ ․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기타 위의 사항에· ,
해당하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 관광부장관이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

다.
이렇듯이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본래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전파를 통

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범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예외로

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3.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위하여 그리고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우

리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디지타이징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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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스캐닝 및 서버의 저장이 도서관이 자료의 영구 보존.
을 위한 이용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게 주,
어진 면책특권 중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가 여부이다 만약 저.
작권자의 허락없이 디지타이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복제권침해라고 인정된

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준비를 위한 전자도서관 구축에 크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목적은 도서관이 인터넷의 웹사

이트를 개설하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직접 오지않고도 소장자료의 목록초․
록목차는 물론 본문까지도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발생이 등록주의가 아닌 창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도서관에

서 자료의 디지타이징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디지타이징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그 추진목적을 감안해 볼때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타이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구축된 자료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는 인터넷. ,
을 통하여 목록초록목차는 서비스하고 본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
않고 서비스되도록 준비하여 저작권법의 범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자도서관 구축과 저작권 보호4.

한국 전자도서관 구축4.1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보이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

여 년부터 상용 통신망 천리안 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문1991 PC ( )
헌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만 하더라도 국가기관.
에서 구축한 주요자료를 상용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보편화되어PC
있지 않아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방문,
하여 그들이 찾는 자료의 유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보환경변화에 역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려를 뒤로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
려했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로 사랑받고 있다IP .
년도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소장자료의 목록정보는 물1996

론 초록목차 및 본문정보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국내학술자료 화상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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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웹사이트를 개설 하였다 년도에는 한 국가가 보유한 지적자산의 집합" . 1997
체인 도서관이 전자화된 지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국내 주

요 도서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6 ( , , , ,
개발정보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 과 공동으로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을, )
수립하였다.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형적인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전자도서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 및 체계 수립

o 뉴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전자화방안과 국가표준으로서의 전자도

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표준 수립

o 각 전자도서관간의 상호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구조 구축
o 전자도서관 분야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및 배분을 위한 국가전자도

서관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의 마련

국가전자도서관의 구성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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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전자도서관의 디지털화는 주요 추진기관의 디지털화 분담사항을 중

심으로 결정하되 특정기관에서만 생산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디지털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은 협의회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 다음, .
표는 이러한 기준으로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어문저작물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분담분야를 나누어 놓은 것이

다.

기 관 명 분담분야 비 고

국립중앙

도서관

국가문헌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고서 본문 데이터베이스-
고신문 본문 데이터베이스-
국내소재 한국학관련 데이터베이스-
인문과학분야-

 

국회도서

관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서지 데이터베이스-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서지 데이터베이스-
정부간행물-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데이터베이스-
사회과학분야 법률분야 제외- ( )

 

법원도서

관

판례정보 및 사법부 간행자료-
법률문헌정보-
생활법률정보-
법령정보-

법제처 이용DB

산업기술

정보원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과학기술편- ( )
해외공관수집 첨단산업기술정보목록 초록포함- ( )
산업기술연구개발보고서 본문 데이터베이스-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

정보센터

과학기술종합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전문정보-
과학기술공용정보-
과학기술분야-

연구보고서,
학회자료,
기자재 인력,
등

첨단학술

정보센터

전국대학도서관 목록정보-
대학내 간행물-
교수 학생실적물- ,
대학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학술연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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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국내 주요도서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1996 5 ( , ,
보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도서관 과 공동으로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 KAIST )
을 추진하여 년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서비스 영역'97 " " ,
의 확대와 전자도서관에 관한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개설하여 년 월 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국공공도서'99 5 1 .
관 개관의 국가문헌종합목록 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연구보고서 본문정보133 DB
등이며 서비스 기관은 시범사업 추진기관 개관 중 한국학술 진흥재단을 대신하5
여 첨단학술정보센터로 교체하고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을 확대한 개관이, 7
다.
개발내용을 보면 개 공동 참여기관별로 특성화된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전자7
도서관을 구축하고 정보검색표준프로토콜인 을 바탕으로 분산되어 각 기Z39.50
관의 정보를 분산 통합 검색하는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표준화된 문서형,
식인 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엘리먼트별로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는SGML SGML
기능을 구현하여 검색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도서관에서 전자출판할.
수 있는 전자출판시스템과 유료정보관리를 위한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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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도서관의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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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본문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DB .

국립중앙도서관 본문 구축 현황DB

현재1999. 4. 8
년도 대상자료 수 량

1995
박사학위논문 년 수료분(1994 ) 종107 면18,700
한국고서 책77 면8,279
학술지 종43 면13,487

1997 한국고서
책2,060 면290,926
책1,079 면155,000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책1,549 면339,400

1998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책3,861 면737,200
구한국 및 조선총독부 관보 책164 면147,133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 책465 면139,500
한국고전백선 책615 면120,594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발간 연구보고서 책601 면157,042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책2,299 면379,973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 책6,111 면1,621,190

년 이전 발행 신문 귀중본1900 책361 면132,137
한국고서 책25,194 면3,779,136

1999
계획

한국고서 책38,554 면5,783,100
년 이전 소장 한국관련 외국자료1945 책65 면99,750

계 면13,9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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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방안4.2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의 사업수행이 필

요한 것인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다 정보화사회가 성숙되어가고 멀티미디어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컨.
텐트의 재료원인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양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모든 내용의 개별적인 저작권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저

작물 이용과 권리를 획득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

지 않아 우수한 창작물이 사장되거나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내지 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나 멀티미디어컨텐트

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종합적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

급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는 어떤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수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저작권 권리자를 위하여 저.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권 등을 대리중개하거나․ ․ ․
신탁관리 하는 사무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도서관에서 유료 본문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료본문정보등록은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된 본문정보별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본문정보를 구축하였으나 저작권자와 협약.
이 체결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체에게 저작권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온라인서비스가 될 수 있

도록 준비한다.
세 번째는 유료정보서비스 제공방법이다 전자도서관 이용자 중 유료정보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알려주고 신용카드회사와 협정을 체결하

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게 한다.
네 번째 대금정산방법이다 대금정산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들에게 대금을 신.
청하고 도서관에서는 카드회사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게 이용자별 사용내역을

통보하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정착되.
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대금정산방법을 정립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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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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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수적인데 저작물의 디지털화 행위자체가 현재의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권집해

로 취급될 경우 저작권법이 정보화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는 매체변경을 통하여 도서관자료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

주되어 저작권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이렇게 구축된 본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

관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비스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본인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화면으로 검토하고 출력이나 다운로딩 기능을 이용하여 소유코자 할 경우 저작

권료가 지급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전자도서관 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법상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전자도서관 활성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들이 정보화사회에서 더불어 기능할 수 있는 기관.
이 되도록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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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일본에서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의

동향에 대하여

특히 전자도서관서비스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총무과 문서계장( )南 亮 一

서론1.

복사기의 고성능화 팩시밀리의 개발 디지털 기술의 발달 네트워크 정비의, , ,
진보고도화 등 도서관 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 서,․
비스를 한층 더 충실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데 필.
수적인 자료를 창작하는 사람 즉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각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시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대부분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한 결과 현시점에서 저작,
권자의 허락없이는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위 전자도서관 서비. 「

스 같은 고도의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도서관 자료를 구성」

하는 각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사전에 얻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해.
당하는 저작물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허락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다.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의 저작권법 제도 가운데 도서관 서비스에 관계되는 부

분에 대하여 개설한다 그리고 특히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당관을 비롯한.
일본의 도서관이 이 복잡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례를 소개한다.
끝으로 당관의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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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되는 일본 저작권법 제도에 대하여2.

일본 저작권법의 역사(1)

일본에서 근대적인 저작권법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구저작권법이 제정된 1898
년으로 올해 마침 주년이 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 구저작권법을 국제적, 100 .
수준에 맞추어 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당시의 저작물 이용실태를 근1970 ,
거로 삼아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증가한 것이다.
그 후 국제적으로 보호수준의 상승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새,
로운 종류의 저작물 출현 서비스산업 음반 대여산업의 융성 등 새로운 이, DB ,
용형태의 출현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달 등에 따라 모두 회의 개정이 이, 17․
루어졌다 또한 금년 월 일에는 정보공개법의 실시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개정. 5 7
되었고1) 또 복사보호 등 복제방지장치의 규제 등에 관한 개정, (copy protection)
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는2) 등 최근 들어 거의 년에 회 정도로 개정되고 있1 1
다3).

도서관서비스와 관계있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2)

일본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자의 권리는 한국의 저작권법과 거의 같은 종류

로 저작물 복제에 관한 권리 상연권 연주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상영권, (a) (b) , , ,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 (c)2
권리의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3 .

1)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개정에 의해 정보 개시에(1999 43 ) 11 .
따른 미공표저작물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행정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의 공표( .)
및 저작물 복제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자 인격권 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법률의 시행기일은 당해 법률 부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 , 1
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년 법률 제 호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한다 의(1999 42 . .)「 」

시행일 정보공개법의 공포일 년 월 일 로부터 기산하여 년을 넘지 않는 범위( 1999 5 14 ) 2
내에서 정령 으로 정한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 .政令

2) 년 월 일에 년 법률 제 호로 시행되었다 내용으로는 이외에도 모든 저작1999 6 23 1999 77 . ①

물에 대해 상영권을 부여하는 것 영화 저작물 이외의 양도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포, ②
함한다 복사보호 를 피하려고 하는 장치에 관한 규제 조항은 년. (copy protection) 1999 10
월 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2000 1 1 .

3)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의 검토가 현재 저작권심의회의 소위

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부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회 저작권심의회 권리집, (
중관리소위원회 전문부회 는 년 월에 중간 보고를 공표하였다 이 검토가 끝나는) 1999 7 .
대로 내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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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도서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권리로는 의 복제권 일본저작권(a) (
법 제 조 과 의 권리 중 공중송신권 동법 제 조 항 이 있다21 ) (b) ( 23 1 )「 」 4) 특히 후.
자의 공중송신권 은 본래 한국저작권법의 방송권 동법 제 조 에 해당하는( 18 )「 」 「 」

방송권 내지는 유선방송권 을 기초로 년에 리퀘스트 에 응답, 1986 (request)「 」 「 」

하는 개별적인 송신에 대응하는 개정을 하였다 년에 이들 권리를 하나로. 1997
정리 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의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송신(「
가능화 를 포함하였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금년 중에 신설되리라) .」

고 들었다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저작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
라는 영국 등을 셀 수 있을 정도이다5).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하여(3)

일본저작권법이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제정한 권리제한 규정은

한국저작권법 동법 제 조 과 똑같이 도서관 등에 있어서 복제의 규정밖에 없다( 28 ) .
그 요건도 이용자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공표된 저작물만을 대(a) (b)
상으로 하는 것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대상으(c) (d)
로 하는 것 한 사람에 대해 부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일본저작권법 제(e) 1 (
조 제 호 이다 단 일본의 경우에는 에 대 하여 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31 1 ) . , (d) 「

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별 저작물 즉 발행 후 입수가 곤란할 만큼의 기간,」
이 경과한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었던 논문과 기사에 대해서는 그 전문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에 한국과 비교해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그 외에 권리제한 규정으로서는 한국 저작권법의 배포권 동법 제 조 중 대( 20 )
여 부분에 대응하는 대여권 일본저작권법 제 조의 을 비영리이면서 또한 무( 26 2)
료인 경우 제한하는 규정 동법 제 조 제 항 영화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38 4 .
경우는 제외 이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법의 공연권 동법 제 조 및 영상제작자) . ( 17 )
의 권리 동법 제 조 의 각각 상영 부분에 대응하는 상영권 일본저작권법 제( 76 ) ( 26
조 과 한국저작권법의 공연권 동법 제 조 에 대응하는 연주권 일본저작권법 제) ( 17 ) (
조 을 각각 비영리이면서 무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규정 동법 제 조22 ) ( 38

4) 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 년 월 일 이후에는 종래 영화 저작물에만 부여되었1999 77 (2000 1 1 )
던 상영권이 모든 저작물에 부여되기 때문에 개정후의 제 조의 예를 들면( 22 2),

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보일 경우에는 원칙CD-ROM
적으로 적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와 밀접.
하게 관계있는 권리로 상영권이 포함되게 되었다.

5)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일반공중에게 송신하는데 따른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
법상 반포권 에 매체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으로써( )頒布權

일반 공중에 대한 송신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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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이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다1 ) .
동법 제 조 제 항( 26 1 ).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저작권 처리에 대하여3.

저작권 처리의 필요성(1)

이와 같이 일본저작권법 하에서는 소장자료의 대출 일정 범위의 복사 저작물, ,
의 상영 및 연주의 경우에는 권리제한규정 덕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은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예를 들면 저작물의 전부를,
복사해서 제공하는 것과 저작물을 팩스로 공중에게 송신하는 일 저작물을 디지,
털화해서 네트워크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권리 제한 규

정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로 인해 이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
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게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위한 절차에 대해(2)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기 위한 과

정을 일반적으로 저작권 처리 라고 부르는데 이 저작권 처리는 다음과 같은,「 」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명을 추출한다.
② 에서 추출한 저작자가 사망한 해 저작자가 무명 가명 또는 단체의 경우( ,①

는 최초로 공포된 해 를 조사해서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한다) .
③ 에 있어서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그 저작물에 대,②

한 저작물의 귀속을 확인하고 확인된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확인한다.
④ 에 있어서 저작물의 귀속 및 그 연락처가 확인된 저작권자와 교섭을 한③

다.
⑤ 이용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다.
이중 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귀속과 저작권자③

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로 문화청장관의 승인

이라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본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이것은 한국저작권법에( 67 1 ).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는 수단이다 한국저작권법 제 조 제 항( 4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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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처리의 비효율성에 대하여(3)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하지만 도서

관 서비스와 같이 대량의 자료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저작

권 처리를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작업이다 잡지 한 부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예로 들면 잡지라는 것은 그 성격상 여러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
논문들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편집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책의 잡지에 대해서 저작권 처리를 한다해도 각각의 논문 저작권자와 잡지1
전체의 편집 저작권자가 대상이 된다 게다가 책 수가 많아지면 대상이 되는 저.
작물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저작권 처리의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와 같은 다량의 건수로 인한 번잡함에 더해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소재에,
관한 정보원이 제한되어 있어 저작권 처리가 더욱 더 비효율적이 된다 즉 이렇. ,
게 해서 저작자명을 추출하기는 했으나 사망년을 조사하기 위한 정보원이 충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한

다 설혹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판명되었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 저작물의 현.
재 저작권자의 소재에 관한 정보원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자와의

연락을 할 수 없는 저작물이 속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에서 기술한 대로. (2)
저작권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도서관 서비스 실시를 위한 저작권 처리의 실제에 대하여4.

위에서 기술한 대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저작권 처리는 상

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관을 포함해 몇몇 도서관에서,
는 소위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이 하고 있는 저작권 처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이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물의 개별 저작권자에 대해 저작권 처리를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은 에서 기술한 저작권 처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에서 기3(2) . 3(3)
술한 대로 이 방법에 따라 저작권 처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실시하는 기관도 약간

있다 최근에는 년의 한신대지진 직후부터 발간된 피해구원부흥 등. 1995 ․ ․
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는 의 전자화· 震災文庫「 」

에 따라 한신대학 부속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처리와 년에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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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개관을 예정한 당관의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갤러리 사업을 위「 」

한 저작권 처리가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
게 소개한다.

② 저작권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만을 대상

으로 저작권 처리를 하는 것

과 같이 개개의 저작권자와 교섭을 하는 방법은 건의 저작권 처리에1①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 저작권 처리의 대

상자가 다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저작권 처리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작권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에 비해서는 효율성 높게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다.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용 가능해진 저작물의 범위가 이 같은 단체가 관리하

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가 그만큼 제한되게 된다.
단 대학도서관처럼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자료가 학술문헌,
등의 특정한 종류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예로는 학술정보센터가 년 월부터 실시한1997 4
전자도서관 서비스 를 위한 저작권 처리를 들 수 있다(NACSIS - ELS) .
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는 학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때에 이 논문들.
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는 실제상의 이유 외에 이들 논문의 저작자가 잡,
지를 발행하는 학협회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처리를 위한 노․
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학술정보센터는 저작권처리를 개개의 학협회하고만 추진하고 전,․
자도서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려는 잡지의 저작권이 발행처인 학협회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협회와 그 조정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학협회의 총회에서 의결의나 그 잡지의 공고 등을 통해 잡지에 게․
재된 논문 전부의 저작권을 그 학협회에 귀속시키도록 의뢰한 후 모든․
논문의 저작권이 귀속된 단계에서 그 학협회하고 교섭하는 것이다. 1999․
년 월 일 현재로 개 학협회 종 학술정보센터 발행 잡지 종은4 19 75 135 ( 1․
포함하지 않음 에 대하여 저작권 처리를 완료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방법은 집중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

효 하다 음악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
회 가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방법으로 하고 있(JAS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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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판물 분야는 사단법인 일본복사권센터가 년 이후 활동을 하고 있. 1991
지만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수가 적고 허락 대상에 전자도서관 서비스, ,
와 같은 형태가 없어서 현시점에서는 저작권 처리를 행하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단지 일본에서 유일하게 복사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관.
은 팩시밀리에 의한 문헌제공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의 상대로서 협의

를 하고 있다6).
③ 저작권자로부터의 전자화 내지는 제공의 신청을 받은 저작물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도서관에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 신청을 일체 하지 않는 것,
이 방법은 이 쪽에서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고 저작권자로부터 제공 신

청이 있었던 도서관 자료만을 전자화하는 것으로 쓰쿠바대학 부속도서관에

서 하고 있다.
저작권 처리의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하기는 하지만 널리 호소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자료를 모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쓰쿠바대학 부속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학내의 연구성과가 중심이 되어 있다.

6) 앞의 주 에서 소개한 중간 정리 내용은 현재 각본 소설 가사 및 악곡 종류의 저작물3) , , , 4
에 한정되어 있는 법적 기반정비 적용분야를 전체 저작물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허가제인 집중관리업무를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하고 인가제인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하여 신규 가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로 음악의. , 「

연주 상영 방송 유선방송 및 대여 논문 등의 복사 등의 분야 에 대해서는 다른 분, , , , 」 「

야와는 다른 특징이 인정된다 는 점에서 단일 또는 아주 소수의 단체에 집중관리시키」 「

는 편이 효율적이며 권리자 및 이용자 쌍방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므로 예를 들면, 」 「

해당 관련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의 인가에 의하고 사실상 독점적인 집중,」 「

관리단체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저작」 「

물 사용료 규정의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허락 요청에 응할 의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
모두 저작권 처리의 곤란함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와 유사한 내.
용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논문 등의 복사와 전자화 분야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이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인가된다면 도서관업무에서 저작권처리에 따른 곤란함도 완화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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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처리의 구체적인 사례5.

이상과 같이 저작권 처리에는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 득실이 있지만 당관에3
서는 이 득실을 근거로 해서 저작권자의 소재지 조사와 그 교섭에 따른 헛고생

을 가능하면 피하려는 관점에서 의 방법 즉 많은 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4 ,②

는 기관단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 방법도 수시로, 4①․
쓰는 형태로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다.

일본복사권센터와의 협의(1)

우선은 앞서 기술한대로 사단법인 일본복사권센터와의 교섭이다 동센터는 저.
작자단체 학협회 출판자단체의 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년에 설립된 복사, , 3 1991
에 관련된 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단법인 법인화는 년( 1998
부터 이다 최근에는 팩시밀리 송신에 따른 권리도 허락의 대상으로 늘어나는) .
등 그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동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은 전체 저,
작물의 할 정도이다1 .
단 전체의 할이라고는 하나 이 만큼 다량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동, 1
센터밖에 없고 또 미국의 복사관계 저작권 관리단체인, CCC(Copyright

와의 상호 관리 위탁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기에 당관이 소장Clearence Center)
하는 막대한 자료군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

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년 월 이후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사용조건에 대한 협의를1998 9
하고 있다.

그림책 갤러리 사업을 위한 저작권 처리(2)「 」

그림책 갤러리 사업의 개요①「 」

그림책 갤러리 사업은 년 개관 예정인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2000「 」

할 예정인 것으로 국내외 명작 귀중한 작품의 디지털 화상 등을 소재로, ,
해서 누구라도 책의 세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이다.
저작권처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②

저작권 처리의 대상이 된 자료는 일본의 전쟁전전쟁 중에 간행된 대표적․
그림잡지인 어린이 나라 와 로 저작권 처리의( ) ,幼年畵報コドモノクニ『 』 『 』

대상이 된 저작물은 약 건이었다1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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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먼저 단체저작물 내지는 무명가명의 저작물이 공표 후 년50․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작권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저

작자의 익몰년 조사에 의해 사후 년이 경과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저작권50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단계에서 약 건의 저작물이 저작권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5,600
에 남은 건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처리를 하게 되었다10,800 .
저작권자의 소재지 조사③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대장 등의 자료에 의한 조사 일본미술가,『 』

연맹 등의 아동문학미술 관련 기관 단체에의 조회에 의해 약 건의 저· 5,500․
작물 저작권자의 소재지가 판명됐다.
이용 허락을 의뢰하는 문서 발송④

소재가 판명된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용의 허락을 의뢰하는 문서를 발

송하여 약 건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 5,000
다 남은 건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부정 이용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불안. 500
등의 이유에서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용할 수 없게 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자 찾기 캠페인 실시⑤ 「 」

이 단계에서 연락처가 불분명한 저작물이 약 건 정도 있어서 인터넷의5,200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것은 평성 년. 11 (1999「 」

년 월 일부터 당관 홈페이지에 찾고있습니다 코너를 개설해) 1 6 「 」

총무실 국제어린이도서관 준비실에 질문 창구를(http://www.ndl.jp/crc/)
개설하기도 하였는데 몇 군데 보도기관이 이 캠페인을 취급해준 적도 있어,
널 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년 월말 현재로 약 건의 질문이 들어왔고 약 건에 이르1999 3 80 330
는 저작물의 저작자 소재지가 판명되었다.
문화청장관의 승인 수속⑥

승인수속이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저작권자 대신으로 그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

하는 절차이다 에서 기술한 대로 한국저작권법에도 똑같은 절차가 설. 3(2)
정되어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 47 1 ).
의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4,900⑤

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이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여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판단해서 년 월 일에 그 절차 신청을 문화청장관에게 했다1999 4 14 .
이 절차가 일본에서 적용된 예는 이제까지 수 십 건밖에 없고 또 그 대상,



170 도서관 년 가을Vol. 54 No. 3(1999 )

이 건에 이르는 대량인 점 이용 목적이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있다는4,900 ,
것 등 전례가 없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년 월 일에 승인 과 관4 16 ( )裁定

련된 보상금액 심의를 위한 심의회가 개최된 후 동년 월 일부로 승인, 4 21
절차가 완료되고 이들 저작물 이용 보상금 총 을 공탁하는( ) 437,053裁定 ￥

것을 조건으로 인정받게 되었다7).
저작권 처리의 결과⑦

이들 일련의 저작권 처리의 결과 약 건 중 분명하게 이용 허락의 회, 16,400
답을 얻지 못한 약 건 이외의 약 건을 그림책 갤러리 사업에 이500 15,900 「 」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당관 저작권 처리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6.

이상 기술한 대로 당관에서도 저작권 처리에 관해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당관이 보다 충실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으

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당관에서는 작년 이후 보다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

여 저작권 처리를 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하고 당관 내부에 검토 조직을 설,
치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장래에는 그 방침에 따라 저작권 처리를 조직적으

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앞으로도 예를 들면 당관 소장의 귀중한 아동서 명치시대에 간행된 귀중,
한 서적 등 당관의 귀중한 콜렉션을 전자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

므로 앞으로 당관은 더 한층 적극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7) 그 후 년 월 일에 공탁 수속을 마치고 문화청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1999 6 17 ,
용하기 위한 조건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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