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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강기홍
강민기
강창석
고 민
고용환
고제우
곽수
구동기
구성연
권금순
권재윤
권재현
권정임
기민도
김 준
김 창
김경훈
김금옥
김남숙
김명옥
김명희
김미해
김병열
김상명
김상희
김선미
김선복
김수정
김수한
김순정
김승정
김애란
김 란
김 림
김옥길
김윤선
김윤정
김은실
김인수
김인숙
김인자
김장기
김정희
김종임
김지혜
김천일
김충식
김택환
김한덕
김현성
김희순
김희장
남궁선
남상연
노은희
노정미
류은
류한숙
류홍기
류희경
문성원

문 숙
문정오
문현주
민동미
박경숙
박광주
박병주
박성철
박신정
박은봉
박일심
박주옥
배명희
배은
배정미
복남선
봉성기
서경아
선명순
성문모
성미현
성정희
손미
손미정
손응자
손혜숙
송병주
송지혜
송해숙
시인순
신명숙
신 숙
신은식
신인용
신철안
신현태
심 섭
심은주
심인선
안경자
안선국
안선
안옥주
안인덕
양순호
양진숙
여명희
여위숙
오혜
원태섭
유경호
유규진
유병도
유주현
윤경환
윤덕
윤희정
이경애
이경희
이귀복
이귀원
이규태

이근숙
이금화
이기춘
이동호
이말숙
이민석
이상미
이상임
이 선
이선정
이선화
이성덕
이수경
이수은
이수진
이숙현
이순화
이시
이신호
이연옥
이 숙
이 자
이옥주
이용관
이유경
이윤경
이은
이은정
이은희
이재선
이정호
이정희
이준협
이찬우
이치주
이혜은
이홍재
이홍주
이화
이화은
임경숙
임경자
임나
임옥희
임재화
임현주
임혜은
장기선
장명란
장백래
장용만
장현식
장혜숙
전고운
전달주
전승수
전 훈
전충원
정대훈
정문경
정봉숙
정연숙

정용민
정인순
정진희
정찬숙
정혜연
조문숙
조미선
조봉익
조선
조설희
조인호
조재순
조지현
지선혜
진보미
진종철
차경복
차혜란
최경호
최명옥
최명희
최미경
최병섭
최병철
최복현
최수진
최승덕
최연숙
최 규
최원복
최유경
최유진
최진온
최학수
하부용
한숙희
한인선
한지현
한혜선
현묘자
현혜원
홍성화
홍 미
홍 아
홍하철
황 면
황은미
황인관

*  *  *
강경숙
강기훈
강남주
강변석
강병문
강수
강순애
강신구
강양미
강양희
강 설
강정미
강준희

강창우
강천희
강혁구
강형일
강혜정
강홍섭
강희림
고광섭
고명순
고봉성
고분자
고선희
고승배
고재의
고재형
고형선
공기천
공봉석
공 목
공인석
곽노희
곽 기
곽 진
곽인애
구관서
구본석
구본익
구 서
구희서
권경화
권석주
권숙정
권숙조
권 대
권 섭
권 우
권 춘
권 호
권재윤
권정림
권처
권혜순
권희승
금중혁
김갑륭
김갑순
김갑식
김갑희
김강일
김경숙
김경아
김경일
김경자
김경주
김경환
김계숙
김계주
김관숙
김관용
김광숙
김광인
김국환

김권희
김규숙
김규호
김기수
김기임
김기태
김길손
김낙운
김남석
김대용
김대한
김덕기
김덕일
김동만
김동백
김동수
김동완
김동욱
김동윤
김동철
김동현
김동환
김두원
김두현
김명숙
김명진
김묘회
김미진
김민수
김민자
김병관
김병권
김병기
김병숙
김봉두
김산진
김삼랑
김상순
김상옥
김상필
김석순
김석진
김선덕
김선오
김선중
김선춘
김성겸
김성근
김성미
김성배
김성일
김세현
김소미
김수기
김숙원
김숙희
김순복
김승겸
김승진
김승철
김승현
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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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환
김연경
김연심
김연아
김 배
김 수
김 숙
김 자
김 찬
김 학
김 혜
김 화
김 훈
김 희
김옥련
김옥조
김온주
김용규
김용무
김용문
김용백
김용선
김용원
김용호
김우수
김욱환
김웅섭
김 원
김원기
김원철
김유선
김유현
김윤석
김은경
김은숙
김은
김은주
김은지
김응석
김이기
김인환
김인희
김 일
김일환
김장실
김재수
김재호
김정기
김정란
김정례
김정숙
김정애
김정원
김정일
김정자
김정준
김정희
김종문
김종수
김종은
김종현
김종환

김종훈
김종흠
김주명
김주환
김주희
김준곤
김준남
김준행
김증연
김증자
김지준
김진동
김진두
김진무
김진문
김진수
김진숙
김진연
김진
김진원
김진철
김진태
김진호
김찬원
김창선
김창수
김창욱
김창직
김채선
김철기
김철용
김춘섭
김춘식
김치우
김태종
김태환
김택준
김평수
김포옥
김학종
김해열
김향화
김현기
김현수
김현숙
김현종
김현주
김현태
김형규
김혜경
김혜숙
김혜정
김홍식
김홍태
김황탁
김효겸
김효순
김효찬
김흥배
김희경
김희정
나연우

나종민
남궁선희
남규락
남병우
남상호
남소연
남윤정
남택규
남택수
노계현
노만우
노성철
노세호
노 숙
노은숙
노장원
노장현
노정애
노춘식
노희자
류기현
류남주
류병장
류상빈
류선희
류수희
류양숙
류위근
류인석
명인경
문봉선
문성주
문 호
문재석
문정석
문찬
문해옥
민석기
민수해
민희선
박경윤
박대주
박도갑
박만규
박만용
박명신
박문석
박문호
박백봉
박백우
박병국
박병준
박상민
박상인
박선희
박성기
박성복
박순진
박 복
박 숙
박 옥
박 준

박예숙
박용덕
박용석
박우진
박윤복
박윤수
박은구
박은순
박은희
박인근
박인웅
박인환
박일량
박일재
박재두
박정근
박정애
박정의
박정일
박정훈
박종규
박종문
박종희
박준열
박준호
박중동
박진옥
박찬훈
박창률
박창원
박철우
박춘자
박헌식
박현신
박형순
박혜원
박희준
반병호
반봉경
방명숙
방태삼
배두희
배순자
배 창
배재환
배홍식
백남동
백승호
백양기
백 수
백윤복
백윤자
백정기
백종도
백형린
백형종
변기중
변성권
변순자
변 희
변효화
변흥식

서문자
서병열
서병희
서복순
서 애
서정복
서학봉
석인수
설 권
설인수
성규환
성기덕
성기무
성기항
성상현
성용신
성준용
성흥경
소미숙
소병을
손방우
손성진
손 희
손윤락
손정남
손태연
손희식
송경헌
송경호
송경희
송규남
송남희
송병갑
송봉섭
송상헌
송성자
송세창
송 민
송 자
송원석
송인령
송종숙
송지
송지희
송철현
송효균
신건석
신경희
신관섭
신권섭
신귀섭
신명균
신명자
신민부
신민자
신석천
신순갑
신애리
신양자
신용선
신용식
신이철

신인교
신인석
신일범
신정섭
신철구
신하진
신학균
신현택
신혜숙
신홍우
심규웅
심대진
심동섭
심용호
심의구
심정욱
심주호
안경희
안두용
안명식
안오동
안종직
안종태
안진수
양원호
양윤선
양재균
양종순
양창현
양춘자
양태진
양혜
양홍석
엄익진
엄재천
엄혜숙
여운승
여을구
염권철
염의섭
오경숙
오덕희
오동우
오명숙
오명자
오병찬
오상근
오선
오성식
오세
오세훈
오숙진
오 근
오용운
오윤섭
오정임
오정자
오창열
오철원
오현재
옥명석
옹정근

왕기
우상윤
우종국
원광희
원향미
유경자
유경조
유경준
유계숙
유근식
유기수
유남숙
유동권
유막래
유병혜
유숙희
유순자
유시건
유시
유연주
유 철
유옥주
유왕로
유원희
유정란
유정선
유청석
유태석
유한숙
유해돈
유혜
유홍연
윤미
윤병태
윤붕현
윤순자
윤암중
윤양선
윤용준
윤재우
윤춘자
윤충희
윤학구
윤학송
윤한철
윤혜
윤휘수
윤희창
이강령
이강순
이강연
이강현
이건명
이경구
이경문
이경석
이경옥
이경자
이경직
이경화
이계자
이광순

이광훈
이교상
이귀저
이규산
이규양
이규진
이규택
이규호
이근명
이기섭
이기용
이기철
이난향
이낭규
이덕미
이덕진
이돈종
이동술
이동욱
이득수
이명님
이명석
이명숙
이명자
이명환
이명희
이문우
이문정
이미순
이미자
이병서
이보웅
이보헌
이복성
이상규
이상균
이상탄
이상택
이상호
이서해
이석우
이선
이성수
이성용
이성원
이성일
이성자
이성천
이세훈
이송복
이송숙
이수철
이순동
이순애
이순옥
이순자
이승목
이승옥
이승재
이시우
이신예
이연숙

이연용
이 수
이 식
이 임
이 환
이옥단
이옥순
이완석
이용관
이용모
이용수
이용희
이운표
이원구
이원석
이원
이원일
이유상
이윤식
이은도
이은옥
이은태
이은하
이의경
이의
이인철
이장협
이재곤
이재돈
이재숙
이재열
이재욱
이재원
이재호
이정섭
이정숙
이정순
이정식
이정
이정옥
이정철
이종기
이종남
이종란
이종례
이종문
이종민
이종배
이종순
이종오
이종임
이종철
이종표
이종항
이주성
이준광
이중동
이중선
이중윤
이증례
이지언
이지연

이지현
이진상
이진선
이창세
이창우
이창하
이창희
이천수
이철교
이철하
이춘성
이춘헌
이충원
이충자
이치범
이태
이택준
이한교
이한희
이형복
이호경
이호근
이호선
이효녕
이훈석
이흥
이희숙
임경환
임귀숙
임기재
임병수
임상원
임수덕
임승양
임애숙
임옥선
임웅재
임유순
임인열
임정민
임정희
임종근
임춘자
임호준
장겅복
장규희
장만석
장미숙
장사성
장성하
장세연
장순범
장 순
장윤
장은령
장인익
장일세
장재란
장재윤
장제홍
장춘성
장현지

장호현
전경애
전보희
전성아
전성호
전 희
전옥경
전의숙
전주연
전혁희
전혜정
전흥두
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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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내용 구성

1.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는 화보, 본문, 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2. 화보는이미지, 현황으로구성했다.
3. 본문은 1945년 10월 15일 이후부터 2004년 말까지 60년간의역사수록을원칙으로업무별로구분하여총 12장으로구성했다. 
다만 2005년도주요추진업무중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개관 60주년기념행사, 국립중앙도서관의비전내용등을수록했다.

4. 부록에는 60년을연도별로정리한연표등일반현황과각종자료를도표로정리하 고, 개관 60주년기념전시도록을수록했다.

표기 방법

1. 모든 표기는한 사용을원칙으로하되, 꼭 필요한경우한문과 문을괄호안에넣었다. 한 표기는한 맞춤법에따랐으며띄어쓰기도고유명사외에는맞춤법에준했다. 
2. 본문에나오는인명은존칭을생략하 고직급은기술된내용의시점에맞추었다. 외국 인명의경우한 명과원문명이모두제공된것은한 우선으로하되괄호안에원문을
표기하 고, 한 명이제공되지않은인명은모두원문으로표기했다.

3. 숫자 표기는만단위로하 으며, 조나억등보조용어를사용했다. 단, 도표나부록에서는아라비아숫자만으로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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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지식정보시대를열어가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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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력강국을향한힘찬도약”

21세기 지력강국을열어가는국립중앙도서관이개관 60주년을맞았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한 이후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혁신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며 양적·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립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도서관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서 온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 습니다. 1963년에는 도서관법 공포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

되었고, 1991년 도서관진흥법과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을 통해‘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그 위상을 국내외적

으로세워나갈수있었습니다. 

국가문헌의 보고로서 당대의 지식 산물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여, 2004년도에는 500만 장서의

달성을이룩하 습니다. 국내도서관과의협력은물론해외도서관과의교류협력사업을꾸준히추진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의발달과함께첨단시스템을구축하여다양한디지털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며정보화시대를선도하 습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60년 동안 소공동에서 남산, 그리고 반포동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세계화·정보화·

다양화를이끌어왔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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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도서관 개관 6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5일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식의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지력강국을 비전으로 한‘국립중앙도서관 2010’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우리 도서관이 세계 속의 도서관으로 성장·

발전하기위한새로운항해를시작하 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세기이며지식정보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의모든지식과정보역량을체계화하고활용하여누구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조하고 미래의 꿈을 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이번에국립중앙도서관은지난60년동안도서관발전을위해함께일한모든분들의숨은노력을정리하여‘국립중앙

도서관 60년사’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60년사의발간을통하여도서관의역사를새롭게인식하게되길바라며이는

21세기국립중앙도서관의새로운지평을여는데소중한자산이될것입니다. 

역사 속에 산재한 자료들을 발굴·정리하여 60년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4월30일

국립중앙도서관관장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_목차

제3장 자료 조직과 국가 서지 활동 139

제1절 자료조직 140

1. 자료조직의변천 140

2. 분류업무의변천 141

3. 목록업무의변천 147

제2절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운 160

1. CIP 제도 160

2. 홍보및기타활동 163

제3절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운 165

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67

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172

제4절 서지및간행물발간 176

1. 서지발간의변천 176

2. 국가서지 176

3. 목록·색인 182

4. 일반간행물 186

5. 기타발간물 193

제4장 국민 정보 이용 서비스 205

제1절 이용서비스의변천 206

1. 국민을위한국립중앙도서관 206

2. 열람실(자료실)의설치및운 212

제2절 자료실운 215

1. 정보봉사실 215

2. 서고자료신청대 216

3. 북한자료실·특수자료실 217

4. 연속간행물실·정부간행물실·신문자료실 217

5. 주제별자료실 218

제1장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화와 발전 41

제1절 국립도서관의탄생과뿌리내리기 42

제2절 국립중앙도서관의태동과발전 51

제3절 국가대표도서관, 더큰사명과함께 61

제4절 지력강국을열어가는국립중앙도서관 67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73

제1절 장서구성의변천 74

1. 1945년이전장서확충 76

2. 1945년이후장서확충 77

3. 장서개발 81

제2절 자료수집 82

1. 납본 82

2. 구입 89

3. 국제교환·기탁 98

4. 수증 102

5. 인 113

6. 온라인디지털자원 118

제3절 자료의등록 120

제4절 자료의보존과관리 121

1. 자료보존연혁 121

2. 서고 122

3. 과학적보존처리 127

4. 귀중본관리 132

5. 원본자료매체변환 133

6. 자료보존연수 136

creo




6. 디지털자료실 220

7. 고전운 실·개인문고실 221

제3절 이용서비스운 222

1. 정보서비스이용 222

2. 소장자료서비스 225

3. 디지털정보자원서비스 227

4. 기타서비스 229

제5장 도서관 정보화 231

제1절 도서관정보화의추진 232

1. 도서관정보화의시작 232

2. 도서관정보화의발전 239

제2절 국가전자도서관의구축·운 247

1. 화상정보시스템 248

2. 전자도서관시범사업 248

3. 국가전자도서관확대구축 251

4. 시각장애인국가전자도서관 252

제3절 데이터베이스구축 253

1. 국가자료종합목록DB 256

2. 국가자료목차정보DB 256

3. 주요자료원문정보DB 257

4. 기사색인및초록정보DB 259

5. 비도서자료디지털화및매체변환 259

6.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DB 260

7. 시각장애인용원문정보DB 260

제4절 지식정보표준화도구 261

1.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261

2. 인쇄카드배포 267

3. 주제명표목표개발 268

4.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268

제5절 도서관정보화시스템 269

1. 관내토탈시스템(CENTLAS) 269

2. 관내통합정보시스템(KOLIS) 270

3.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271

4.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KOLAS) 273

5.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275

6. RFID 적용경 정보시스템(MIS) 277

7. 온라인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OASIS) 278

제6절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280

1. 추진과정 280

2. 건립개요 284

제6장 도서관 협력 활동 287

제1절 도서관협력활동의변천 288

제2절 국내협력활동 292

1. 도서관협력망구축 292

2. 국내도서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 296

제3절 국제협력활동 304

1. 국제기구및국제회의를통한협력 304

2. 해외도서관과의MOU 체결및협력 313

제7장 사서 연수 335

제1절 사서교육의변화와발전 336

1. 사서교육의시작 336

2. 사서직직무교육과정으로교육운 341

3.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교육운 343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_목차

4. 학위논문수집·정리·이용서비스 381

5. 자료실운 383

6. 이용서비스개선 385

7. 기타활동 385

8. 학위논문관서비스중지 387

제4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 387

1. 설립개요 387

2. 자료수집및기타활동 390

제10장 조직의 운 관리 393

제1절 조직개편 394

제2절 인사행정 401

1. 직원 401

2. 교육 406

제3절 재무행정 407

제4절 시설관리 410

1. 개요 410

2. 청사관리 410

3. 자료보존관건립 415

4. 건물안전점검및보수보강공사 416

제5절 관련법규의제정및개정 420

1. 관내규정 420

2. 도서관법 422

제11장 행사 및 문화·홍보 활동 429

제1절 주요행사 430

1. 장서500만책달성기념행사 430

제2절 사서자격증발급 347

제3절 사서직해외연수 348

제4절 예비사서실무수습 348

제5절 교육시설 349

제8장 국민 독서 진흥 353

제1절 독서교실운 354

제2절 독서주간행사 358

제3절 독서관련행사 361

1. 어린이독서백일장 361

2. 5월큰잔치 362

3. 임해(臨海)문고의설치·운 363

4. 추천국민독서자료목록 364

제4절 국민독서진흥사업의추진과전개 365

제9장 분관 운 371

제1절 아현분관 372

제2절 역삼동분관 373

1. 자료수집정리 373

2. 자료실운 374

3. 독서교실운 375

4. 이동도서관운 376

5. 독서지도및문화행사 376

제3절 학위논문관 379

1. 추진배경 379

2. 추진경위 380

3. 학위논문관개관및홍보 380

creo




2. 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행사 433

제2절 문화행사 438

1. 도서관문화학교 438

2. 도서관음악회 441

3. 전시회개최 441

4. 도서관주간행사 445

5. 기타기념행사 448

제3절 홍보활동 449

1. 도서관홈페이지운 449

2. 도서관방문·견학 451

3. 도서관이미지(CI) 및국내외홍보활동 452

제12장 국립중앙도서관 2010 457

제1절 추진과정 458

제2절 비전의기본원칙과목표 460

제3절 ‘국립중앙도서관2010’의의미 463

부록 471

Ⅰ. 일반현황 473

1. 시설및장비현황 474

2. 직제변천과정 482

3. 직원정원표 487

4. 장서통계현황 492

5. 장서구성현황 492

6. 역대관장 493

Ⅱ. 통계및업무관련자료 499

1. 연도별자료수집현황 500

2. 연도별연속간행물수집실적 501

3. 분류법·목록규칙·도서기호표 502

4. 국보·보물·서울시유형문화재보유현황 503

5. 개인문고현황 504

6. 도서관이용현황 505

7. 시범도서관지정현황 506

8. 연도별자료교환현황 509

9. IFLA  회의개최지및참석자 510

10. 도서관업무교류내역 512

11. 교육훈련현황 515

12. 사서자격증발급현황 522

13. 사서직해외실무연수현황 523

14. 역대독서교실운 내역 524

15. 도서관문화학교실시현황 526

16. 도서관문화학교강좌내역 527

17. 도서관음악회개최내역 542

18. 역대전시회개최현황 544

19. 도서관방문·견학 549

Ⅲ. 발간간행물 557

1.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발간내역 558

2. 외국도서종합목록발간내역 559

3. 학술논저총합색인발간내역 560

4. 장서목록발간내역 561

5. 도서관/도서관계발간내역 561

Ⅳ. 위원회위원명단 563

Ⅴ. 국립중앙도서관관련신문기사목록 567

Ⅵ. 연표 585

Ⅶ. 사진으로보는국립중앙도서관60년 617

creo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화사회를선도하며



21세기‘지력강국(知力强國)’을열어가겠습니다”





지식의보고도서관에서우리는미래의지혜를얻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국보, 보물, 서울시유형문화재등

선현들의찬란한문화유산을소중하게보존하고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고객이만족하는도서관서비스를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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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사서직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분야별전문역량과국제적경쟁력을갖춘사서직교육훈련에

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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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




도서관은열린문화공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도서관문화학교등수요자중심의알찬문화프로그램을운 하고있습니다.





creo




우리나라지식의총보고인국립중앙도서관,

방대한자료를소장하고있는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의지적문화유산을총체적, 체계적으로수집·보존·관리하고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개관 60주년기념행사



‘국립중앙도서관2010’을도약의발판으로삼아

국가경쟁력의산실로, 세계적수준의도서관으로발전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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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제1절 장서구성의변천

국립중앙도서관의장서구성은주로법정납본제도의운 과구입, 교환, 기증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서 개발의 주요 대상은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와 외국에서 발행된

한국 관계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 각 주제 분야별 외국 참고 자료와 중요 자료, 학

술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는 한편, 국내에 소장되지 않은 중요 자료는 해외 자료를

인하여수집하고있다. 특히 1987년부터해외소재한국고서 인사업을,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소재 한국 관계 자료 인 사업을 시행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장서확충정책은시기별로변천과정을겪으며발전해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개관당시조선총독부도서관의장서대부분을계승하 다. 조

선총독부도서관은일본의식민지정책을뒷받침하는자료제공과한국민의독립의식을무

마하기 위한 문화 시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한국 관련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록 문화재인 고서 수집에 역점을 두어 22년 동안 수집한 28만 4457책 중 고서가 12만

9323책으로 45%나 차지하 다. 이러한 장서 구성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당시 장서의 기

초를이루었다.

1945년 8월 15일해방을맞으며도서관을접수한창립요원들은제2차대전으로소개(疏

開)되었던 장서를 한 곳에 모아 개관을 준비하는 한편 각종 인쇄물의 수집에 힘을 쏟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주요사업중하나는국가에서출판된모든출판물을빠짐없이수집하는

것이다. 이에따라후일건국사의중요한자료가된다고하여포스터, 삐라한장까지도최

대한으로 수집하려는 방침하에‘문헌수집대’라는 별동대를 조직하여 해방 직후 쏟아져 나

74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오는각종출판물들을빠짐없이수집하고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문이 배달되지 않아 매일 가두에서 신문을 사거나 신문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기증을 받아야 했는데, 불시에 발간되거나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잦아 수서 업무

에어려움이많았다. 또일반도서의경우도서점수가얼마되지않은데다출판되는도서들

을고루구비하지못하고있어오히려가두에서판매하는것을사는것이충실한수집이되

었다. 그러나미군정이실시된직후 기때문에예산의뒷받침이되지않아, 예산이허락하

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구입하고 대부분은 기증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새로 출판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한국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장서를 기증 받거나 미국으로부

터도 도서를 기증받았다. 이처럼 설립 당시의 국립도서관 시대에는 장서 개발을 최대화하

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장서 개발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엿보 다.

1945년 8월 31일 당시에는 여론국(문화공보부의 전신)이 서울에서 발간되는 도서의 납

본업무를맡고있었다. 국립도서관은이업무를이관해줄것을여러번요청하여 1946년

부터정기적으로이관받기로하 다. 1947년 10월에는또판권등록국설치에관한법안을

기초하여제출하 으나공보처의업무가되는바람에뜻을이루지못하 다.

이후국립중앙도서관은1965년 3월26일에제정, 공포된도서관법시행령에의하여국내

자료의장서개발에활기를띠게되었고, 이때부터납본에의한자료수집이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에중심이되었다. 이납본제실시는국가문헌을수집보존해야할국가대표도서관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965년부터 실시된 납본제에 따라

매년3000책내지 9000책의국내도서를수집하게되었다. 1965년도에 3000여책의도서

가납본된것을시작으로1966년도에4000여책, 1967년도에2700여책으로줄어들었다가

1968년도부터다시늘기시작하여1970년도에는1만책가까운국내도서가납본되었다.

납본 업무는 본래 도서관법이 통과된 1963년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동시에 실시되

어야 했지만, 시행령이 1965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년 늦게 실시되었다. 초창

기에는 출판사나 관련 기관의 이해 부족으로 납본이 잘 되지 않아 몇 차례에 걸쳐 각 출판

사에 납본 취지와 관계 법령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

출판문화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 협회에서 매주 1회(금요일)씩 회원 출판사로부터 납본

용도서를수집하여일괄납본하도록협의하게되었다.

납본과함께문제가된것은도서관법제12조제4항에규정된실비보상의문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기와 지질과 면수가 같은 도서를 판형별, 지질별로 정가를 조사하

여평균치도내보고외국의사례, 각출판사의일반적인관례등을종합하여정가의반액을

실비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측과 수차에 걸친 회합 끝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납본업무실시와관계되는도서관법및도서관법시행규칙의관계조문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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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 제12조(도서관 자료의 제공과 납본) 및 제29조(과태료),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도서

기타간행물의납본) 등이었다.

한편 1969년부터 1970년까지각종위원회를구성하 는데, 이중장서개발과관계된위

원회가 4개나 되었다. 이때부터 조직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장서 구성을 시작하

다. 이와같이국립중앙도서관은명실상부한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기능수행을하기위

해서는도서관의기본자원인정보재가중심이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 장서개발정책을

모든정책에우선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장서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장서 개발을 위한 방향을

구체화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는 중앙 집중적 개

발, 지역적 분산 개발, 주제별 분산 개발, 분담 책임제에 의한 개발, 연속간행물 집중 개발

등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요구되는 장서 개발을 총

체적으로수행해나갔다. 이에따라연구자료를지원하는도서관간에는주제별분담구입

에의한장서개발을도입했고, 생산지별에따른장서개발을위해서는지역적인분산개발

을적용하고자했다. 또국내자료는국립중앙도서관이중심이된중앙집중적인수집과한

국학 관계 자료의 주제별 집중 수집, 각국에서 생산된 자료의 폭넓은 확보를 위한 분담 구

입 등을 함께 고려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국내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집중적

으로 수집하고, 외국 간행물은 전문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 간의 분담 구입 방법을 모색했

다. 한편 지방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5대 광역시 소재 지역대표도서관을

납본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납본제도운 의충실을기하 다.

또한장서개발방향이결정되면각각의방향에따른보다효율적인장서개발을위해세

부적인 지침서나 규칙을 마련하 으며, 이러한 지침에 따라 더욱 체계화되고 장기적으로

유용하며특성있는장서개발을단계적·지속적으로추진하 다.

1. 1945년이전장서확충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 이후 해방 이전까지 수집한 장서 구성 현황을 보면 동서가 13

만 8431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고서 12만 9323책(45%), 서서 1만

6703책(6%) 순이었다. 이러한현상은일제의식민지문화정책에따라한국에대한이해와

연구를 위해 기본 자료인 고서의 수집에 역점을 둔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조선문(朝鮮

門)’이라는 분류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수서 정책 의도를 짐작할

수있다. ‘조선문’에는부록으로만주, 몽고, 시베리아도함께포함시키고있어, 그 설정목

적이당시일제의대륙침략정책에필요한연구자료를한자리에모아이용의편의를도모

하려는데있었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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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서(당시는‘新書’라고 지칭하 음) 13만 8431책은 대부분이 일본어 도서이고 한

국어 도서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이중‘조선문’에 속하는 1만 1768책도 거의 일본 도서여서

당시만 해도 소위 신서부에 속할 수 있는 한국 도서의 출판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또 서서를 20여 년 동안에 불과 1만 6703책(전 장서의 6%)밖에 수집하지 않아 일제의

식민지도서관정책의의도를드러냈다. 

이는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널리 수집·보급해야 할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외면하고 통

치 목적에 부합되는 수서만을 하 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조선문’에

속하는 서서의 출판량이 당시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의 도서를 544책이나

수집하 다는 것도 그들이‘조선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1945년이후장서확충

해방 이후 1977년 말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전체 장서의 분류별 통계에 따르

면약 32년동안증가한총장서량이 38만 6149책으로연평균약 1만 2067책꼴로증가하

다. 이를자료별로보면동서가총22만 1105책에연평균약6910책이증가하 다.

장서의증가추세를살펴보면 1960년도까지만해도연평균 2300권 정도에불과하던것

이, 1961~1965년에 이르러 5000권을 넘기 시작하 고, 그후 1966~1970년에는 7665책,

1971~1975년에는1만4298책으로계속늘어나는양상을보 다. 이와같이1960년대중반

기부터장서의증가율이급격히상승하게된것은 1963년 10월 28일에공포된도서관법에

의해1965년부터국내출판물납본이의무화되면서국가문헌수집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한편 동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6.25 전쟁을 겪었던 1950년대 초로 연평균

1863책에그쳤으며, 가장높았던때는 1976~1977년으로연평균약 2만 4700책이나되었

다. 특히 197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장서의증가추세가높아진것은도서관예산이무려

2배또는그이상으로증액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1977년 이후부터는 예산의 증가 추세와는 관계없이 증가 책수가 오히려 줄어들

어 수서 정책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다. 고서의 수집 상황을 보면 1977년 말 총 5만 284

책으로전체장서의약 13%를차지하 으며연평균 1572책 꼴로증가하 다. 증가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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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 장서 분류 통계]

동 서 10,821 12,251 8,676 11,745 25,504 14,503 9,737 8,553 15,256 9,6171 11,768 138,431 49%

고 서 12,893 824 2,600 379 14,914 18,712 4,075 1,521 8,609 14,816 49,980 129,323 45%

서 서 1,436 791 1,840 1,066 1,723 2,166 1,978 1,196 915 3,408 544 16,703 6%

계 25,150 13,866 13,116 13,190 42,141 35,381 15,790 11,270 24,780 27,481 62,292 284,457 100%

분류별

자료명

철학
종교
(1)

교육
사회
(2)

법률
정치
(3)

경제
통계
(4)

어학
문학
(5)

역사
지리
(6)

이학
의학
(7)

공학
군사
(8)

산업
미술
(9)

전서
잡서
(10)

조선문 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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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일반 동서의 경우와 비슷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6.25 전쟁 시기인 1950

년대로 연평균 159책에 불과하 다. 반면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는 1971~1975년으로

연평균 5619책을나타냈다.

고서는 1970년대들어그수집이급격히증가했는데, 이는 1969년도말부터고서위원회

가조직되어고서종합개발에역점을두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77년에는

782책으로감소하여 1970년대전반기의약 1/6도못되는미미한결과를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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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연도별 장서 증가 통계]

1945~50 1,744 546 863 1,635 160 1,075 1,366 474 37 492 1,991 10,483 2,097

1951~55 210 374 472 1,865 77 440 978 502 188 165 4,042 9,313 1,863

1956~60 1,736 1,696 2,335 4,208 773 1,175 2,183 1,154 738 738 642 16,965 3,393

1961~65 2,800 1,877 1,526 4,054 1,172 1,995 4,521 1,522 1,902 1,902 2,411 25,143 5,029

1966~70 4,226 2,674 1,736 7,208 1,081 8,654 5,905 2,451 3,015 3,015 350 38,324 7,665

1971~75 11,169 5,621 3,757 11,119 2,439 11,253 9,296 5,586 5,121 5,121 18 71,492 14,298

1976~77 6,271 3,765 2,323 9,115 2,592 7,829 6,086 3,848 3,240 3,240 0 49,385 24,693

계 28,156 16,553 13,012 39,204 8,294 32,421 29,525 15,537 14,673 14,673 9,454 221,105 6,910

1945~50 1,016 728 2,898 1,687 419 117 572 150 23 79 7,689 1,538

1951~55 107 13 545  49  1   1 63  5  9  1  794 159

1956~60 82  55 1,301  237 24   0  16  43  3  3 1,764 4 353

1961~65 351 1,454 967 1,698 836  26  31 121  1  12 5,497 1,099

1966~70 432 1,408 2,177 2,566  4  19 407  88  0  32 7,133 1,427

1971~75 2,804 3,928 8,180 8,314 411  106 1,552 476  17  57 25,845 5,169

1976~77 112  221  536 565  68   3  14  43  0  0 1,562 3,912

계 4,904 7,807 16,60 415,116 1,763 272 2,655 926 53 184 50,284 1,572

1945~50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1961~65 1,646 373 351 3,508 424 1,291 1,811 560 3,154 1,982 289 15,389 3,078

1966~70 1,314 132 110 2,624 88 548 1,084 319 852 1,134  0 8.205 1,641

1971~75 2,510 317 146 8,014 596 1,877 4,663 471 1,230 1,652  26 21,502 4,300

1976~77 985  90  90 2,690 186 902 1,666 184 534  496  0 7,823 1,565

계 6,455 912 697 16,836 1,294 4,618 9224 1,534 5,770 5,264 315 52,919 1,654

1945~50 3,460 3,460

1961~65 454 842 906 4,051 212 1,182 1,246 1,035 254 775 1,440 12,397

1966~70 544 567 402 1,898 310 2,180 437 567 290 447  0 7,642

1971~75 1,136 1,177 10,243 6,844 625 3,840 954 907 236 375  0 26,539

1976~77 821 453 1,025 2,612 956 4,630 357 311 237 401  0 11,803 

계 2,955 3,039 12,576 15,576 2,303 11,832 2,994 2,820 1,019 1,998 4,900 61,841 1,932

계 386,149 12,067

동

서

고

서

서

서

기

타

총

총류

0

철학
종교
1

역사
지리
2

어학
문학
3

미술
연예
4

사회
교육
5

정법
경제
6

이학
의학
7

공학
공업
8

산업
교통
9

기타 계
연평균
증가
책수

구 분

*해방 이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수는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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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7년도서관법이제정되면서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위상이법적토대위에마

련됨에 따라 장서 확충을 급선무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자 했다. 이에 따라 1994년도에는 장서 구입 예산을 전년도의 49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2.5배 정도 증액시켰다. 이때부터 고서 구입이 활기를 띠며 희귀 고서도 다량 구입

할수있게되었다. 현재도국립중앙도서관은고서의국내시장파악과소장실태를조사하

기위해매년고서전문원의지방출장을실시하고있다. 또한가정에서소장하고있는고서

에대한가치를판단해주는상담을실시하는등국내고서의소장실태파악을위해노력하

고있다.

그러나 서서의 경우에는 해방 후 1961년까지 16년간 구입이 전혀 없었다. 당시 이창세

전 관장은“해방 후에 서양서가 나타난 것은 1962년 최태호 관장 이후이다. 이때의 1만

1991책은구입분이아니라해방후 1962년까지미국또는미군에의하여원조된것을등록

한 숫자로, 그 이후부터 서양서의 구입이 시작된다. 따라서 서서의 구입은 1962년 이후부

터시작되었으며, 해방후기증으로수집된도서를모두합쳐 1977년도말서서의총수는 5

만 2919책이다. 연평균 1654책 꼴로증가하고전체장서와의비율은약 14%이다.”라고설

명하 다.

연평균장서증가책수가일제시대의수준을넘기시작한것은 1968년부터로이후불과

7년 동안의 장서량이 과거 25년간의 증가수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1970년부터 예산이 대

폭증액된것과 1965년부터실시한납본제도의 향때문이었다.

그러나전체적으로자료의연간증가량이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에는

너무 빈약했으며, 외국의 국립도서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져 더욱 계획성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수서정책이시급히요청되었다. 기타자료는아현분관의도서를비롯하여아동

도서, 순회문고, 특수 자료등을모두합한자료총수는 1977년 말 6만 1841책이며연평균

1932책이증가하 다.

1977년도말당시국립중앙도서관의총장서수는 67만 606책이며, 이중 28만 4457책은

일제시대의장서 다. 해방후증가한 38만 6149책의구성비율을보면동서가 22만 1105

책에 약 57%, 서서가 5만 2919책에 약 14%, 고서가 5만 284책에 약 13%, 기타 서적이 6

만 1841책에 약 16%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 책수는 1945년도 이전이 1만 2367책이고,

이후가 1만 2067책으로일제시대보다도약간낮은편이었다. 참고로일본의국립국회도서

관과 비교하면 일본은 1977년 말 전체 장서 중 서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 고, 동년

도증가수는 3만 6138책으로약 34%나 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 1977년도의서서증가수

는 3912책(약 11%)으로 약 1/10에 불과하며 전체 장서수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도 그 반을

따르지못하 다.

연도별 장서 증가 추세를 보면 가장 높았던 때가 1971~1975년 간으로 연평균 4300책

꼴로 증가하 다. 그러나 1976년부터는 급격히 하강하여 연평균 1565책밖에 안되는 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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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내 일관성 없는 수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미 선진국의 최신

학술정보를널리수집하고전체장서에대한비율을최소한당시의배정도로유지하기위

하여서서구입에대한특별한지원책이강구되었다.

한편단행본에대한장서현황을분석하면,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4년동안에 61.3%,

1946년부터 1980년까지 35년동안에 23.8%, 1924년부터 1945년까지 23년동안에 15.5%

를나타내 1981년이후의출판자료가중심정보자료임을보여준다. 장서의종류별성장비

를 보면 1945년을 100%로 하여 1994년 기준 동양서 106.8%, 서양서 119.8%, 고서 164%

로 서양서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1945년 당시 장서량이 지

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다. 장서의 구성비에서도 동양서가 47%에서 78.2%,

서양서가 0.4%에서 10.6%, 고서가 45.5%에서 11.2%로 늘어나해방이후국립중앙도서관

의장서개발이동양서중에서도국내출판자료에편중되었음을나타낸다.

이처럼장서구성이국내출판자료에편중된데다비교적최근자료로구성되어있어서

외국 문헌의 수집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장서 구성 자체에 계획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한국학의지적문화재인고서개발에도소원한편이었다. 이처럼해방이후부터

1980년까지는장서개발이극히저조하여이기간동안에생산된소급적인장서개발을위

한적극적인대책이요망되었다.

한편 연속간행물은 1970년대에는 상당한 부분을 교환 수집에 의존해 왔으나, 1980년부

터는 교환 자료 비율이 줄어들면서 납본 자료에 더 많이 의존해 왔다. 특히 1990년대에는

95.4%를 납본과 교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자료에 대한

장서 개발이 납본이나 교환에 의한 수동적인 장서 개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조직적이고계획적인연속간행물에대한장서개발이요구되었다.

또비도서자료의경우는 1994년까지 28만 987점을개발하는데머물 을뿐아니라, 비

도서자료에의한정보자료의양적인증대에비해 20년동안연평균 1만 4049점이늘어나

는 데 그쳐 새롭게 등장한 정보재에 대처하지 못하고 인쇄 자료에만 의존하 음을 보여주

었다. 수입된 자료도 납본 43.2%, 교환 54.7%로 납본과 교환에 크게 의존하고 구입 자료

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보재의 확장보다는 입수되는 자료를 보존하는 정도에

머물러있었음을확인시켜주었다.

2000년 이후 장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에는 34만 6897책이 증가해

총 장서수가 388만 7298책에 이르 으며, 2001년에는 34만 7253책이 늘어나 총 장서수

가 403만 401책에 달했다. 2002년에는 35만 5472책이 늘어 총 장서수가 438만 5873책

이었으며, 2003년에는 38만 1087책이 늘어 총 장서수가 476만 6960책에 이르 다. 특히

2003년에는도서관장서확충사업의일환으로해외관련기관소장국가문헌을수집해일

본궁내청서릉부소장고서 379책 등을수집하 다. 이어 2004년에는 54만 3832책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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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총장서수가 531만 792책에달했다. 9월 15일에는이를기념하는식을거행하여국가

문헌의중요성을사회에널리알렸다. 500만책달성당시의장서구성을보면국내서 333

만 책(66.2%), 중국서 3만 6000책(07%), 일서 23만 책(4.5%), 서서 43만 책(8.6%), 고서

26만책(5.1%), 비도서 75만점(14.9%)을기록하고있다.

3. 장서개발

과학의 발달로 정보재의 대상도 지금까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이재뿐 아니라 도서관

에서취급할수있는모든정보재를총망라하여확장되고있다. 정보재의발전으로인쇄자

료보다 비도서자료에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수록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의존도도 점점

비도서자료에 치우치게 되었다. 비도서자료의 장점인 재현의 사실성과 정보 수록의 편의

성, 축소 기록에 의한 간편성, 취급과 입수의 경제성 등은 정보의 폭발적인 생산에 한몫을

하 다.

도서관이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보재의 개발 방향과 이용자의 정보

의존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 의존도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비도서자료에 대한 장서 개발을 확대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보다 폭넓게 충족시키

고자했다. 이를위해비교적대중화된자료인 상자료나음향자료부터개발하며정보재

변화에적절히대처했다.

정보재의 발달과 정보의 양적인 팽창에 따라 아무리 규모가 큰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한

도서관이 가진 여건만으로 완전한 장서 개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적극적

인도서관간협력의필요성이불가피하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의장서개발을주도하는중심기관으로서전국의장서개발을위

한협력체제를구축하는정책과계획및실행의주체가되어수집에대한정책을입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장서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는 분담 구입과 협동 보관 방안으로 이

루어지고있다.

이 중 분담 구입을 위해 범국가적인 장서 개발을 위한 지역별·주제별·형태별에 따른

협력도서관의장서를특성화하고, 이들을공동소유로운용케하는정책과계획, 실천의주

체역할을했다. 이를위해참여도서관의책임분야와대상지역을결정하고, 책임 역에

대한 도서 선정, 수서, 목록 작성, 대여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며, 참가관이 수집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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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06,424 13,369 30,668 4,7181 88,653 543,832

총 장서 3,457,378 271,857 444,736 258,428 878,393 5,310,792

관리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고 서 비도서 계

[장서 현황(2004년 말)] 
(단위 : 책, 점)

국 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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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종합 목록에 수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수집관의 장서 개발이 완성

되도록했다.

분담구입에의한자료는공동이용하는회원도서관의공동소유라는점에서공동보관

에대한책임도함께지녔다. 공동보관이필요한자료는귀중서로서특별한시설이필요한

자료와수명이다하여이용빈도가낮은자료로나뉘는데, 귀중자료의경우보관이나관리

에많은경비가소요되기때문에회원도서관의자료를한곳에모아비치하여보다안전하

게 보관되도록 했다. 또한 회원 도서관이 소유한 수명이 다한 자료를 공동 서고를 만들어

보관하여장서증가로인한공간문제를상호협력하에해결해나가도록했다.

또한 고서 개발은 문화재로서 매매, 이전, 처분에 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 기구를 통하

여자료의중요성과 구보존에대한국가적인의의를인식시켜이를등록함을의무로해

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고서에대한서지를발간하여국가적인고서의서지통정을

기하며,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기증이나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하도록하거나복사본이라도비치하여고서의장서개발에만전을기하고자했다.

제2절 자료수집

1.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의 총 집산처 기능

을 강화하고 있다. 납본은 국가문헌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국가문헌자료의축적기반을마련하고국가문헌을 구히보존하여후세에전승하기위한

목적에서시행되고있다. 

가. 납본제도의운

해방이후국립도서관을중심으로판권과저작권의도입차원에서납본제도가시도되었

다. 국립도서관은 해방 직후 무질서한 국내 출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저자와 출판자의 권

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1945년 10월 22일 판권국의 설치를 군정청에 제안하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다. 당시 모든 출판물은 군정법령에 의거해 여론국(문화공보부의 전신)

에 납본되어 이를 다시 국립도서관이 이관 받는 형식을 취하 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다시판권등록국설치법안을기초하여제출하 으나공보처의업무로결정되었다. 

그후 1963년 10월에도서관계나출판계를비롯한문화계가여러차례그제정을촉구한

바있는‘도서관법’이제정·공포되었다. 도서관법이제정되면서동법제12조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보, 공보, 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납본 제도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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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법은공포후3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되었으나, 출판계의기대와는거리가먼

형식적인법이어서납본에대한출판계의호응도시행초기에는거의기대할수없었다. 그

당시 어려운 문제는 도서관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실시보상’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출

판문화협회와수차례협의를거쳐정가의반액을보상하기로합의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가회원사로부터납본용도서를수집하여매주 1회씩국립중앙도서관에일괄납본해줄것

을요청하 다.

한편 1964년 12월 24일한국잡지협회에납본협조를의뢰하여무상으로납본해오던잡

지를정가의 50%로보상하기로결정하고 1967년 1월부터정기간행물에대하여납본대행

을실시해오고있다.

1987년도에는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납본 대상 자료를 도서 위주에서 비도서자료, 마

이크로 형태물 등으로 확대하고,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있도록개선하 다. 

이후 1991년에도서관법이폐지되고도서관진흥법이제정됨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가 납본해야 하는 부수가 종전의 3부에서 2부로 변경되어 민간 출판물과 같이 2부를

납본하도록하 다. 또한이를이행치않을경우에는당해자료정가의 10배에해당하는금

액이하의과태료를내도록규정하 다. 

납본 업무는 1965년부터 자료 수집 전담 부서인 수서과에서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

후 국가문헌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게 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치

를확고히하기위해 1991년 직제개편으로납본업무를전담하는납본과를신설하 다.

납본과는원활한납본수집을위하여납본절차및관련법규의안내문을각종출판관계

정보지및관보등에게재하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및국내출판사와제작

사, 각종대학교및학회에납본안내문을수시로발송하고있다.

1994년에는 도서관진흥법이 폐지되고‘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납본과 관

련하여 도서관진흥법에서 사용하던 자료의‘납본과 제공’을‘제출’로 규정하 다. 납본 보

상은 종전의 대통령령에 의거해 50% 보상해 왔으나, 새 법에서는‘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규정하 다.

나. 납본절차

납본 제도를 통한 수집 방법은 일괄 납본과 개별 납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괄 납본은

1964년부터 1965년 사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 간에 이루어진 절충과 협

의를토대로 1965년 2월 18일부터시행되었다. 일괄납본은동협회가수집한도서를출판

사를대신하여정기적으로국립중앙도서관에납본을대행하는방식이다. 이에따라대한출

판문화협회는 1965년 1월 1일까지소급하여만화나중판된도서를제외한도서를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하 다. 동 협회의 납본 대행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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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서 아동 도서를 비롯한 비도서자료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개별 납본은 발행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직접납본하는경우를말한다. 개별발행자가국립중앙도서관의납본접

수처에납본하면이를접수하여납본보상금을개별적으로지불하고있다. 

우편 및 직접 납본 접수 시에는 책수 및 제출 서류 확인, 복본 검색, ‘도서관자료제출필

증’을 발급하거나 송부하고 있다. 지방 출판물의 원활한 납본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대표도

서관(5개관)을통한납본자료제출을실시하고있다.

발급절차는납본자료로확정한자료에한하여도서관자료제출서(또는납본관련위임서)

의 기재 사실을 대조하고, 가격이 있는 자료는 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미납본

자료는교보문고판매데이터를월 1회 입수하여, KOLIS 데이터와비교대조하는복본조

사후대한출판문화협회에납본요청을의뢰하고있으며, 미달자료(1권 납본자료)의 경우

는 미달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납본 요청을 하고 있다. 또 출판사 및 정부 유관 기관, 연구

기관등의신규·폐업현황및주소변경등을조사하여관리하고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서는자료에대한납본보상을받고자할때에는납본한날

로부터 90일이내에보상을청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출판계와보상문제를놓고의견차

이가 있었으나 수차에 걸친 절충과 협의 끝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일괄 취급 대행을 맡겨

회원출판사가납본과실비보상사무의번잡을덜수있도록했다. 또 납본보상의적정선

을정가의50%로양보하고만화와중판은제외하기로합의했다.

납본보상금처리업무는납본보상신청서를제출한발행자에게정가의 50%를보상하고,

납본대행기관으로납본한발행자에대해서는납본대행기관에위임지급하도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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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자료의 납본 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출판사와 신문, 잡지사 등 관련

기관에 매년 자료가 제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

료제출요구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7조에의거한것으로국가문헌자료의효율적인수

집을 위해 납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제출된 자료가 유가(有價)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납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한편자료수집업무를대행해오고있는관련협회에도국가문헌자료수집업무의중요

성을 감안해 납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납본 보상금이 본래 취지

에적합하게지급되도록대책을강구하고있다.

아울러 납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련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본 관계 인

사간담회를개최하기도하 다.

1993년 5월 11일개최된납본관계인사간담회에는대한출판문화협회부회장등의외부

참석자와 납본 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납본의 기본 취지를 전하면서 협회 차원의 도움

을부탁하 다. 

1994년 12월 21일에는 간행물윤리위원회 황수방 부장을 비롯한 각계 관련 인사 15명이

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는미납본출판사를조사하여납본을독려하고비도

서자료중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가포함된자료는개인과협회로부터이중납본되는

경우가많으므로협회납본시납본여부를확인하고납본하도록유도한다는논의가이루어

졌다. 또연감을포함한연속간행물은한국잡지협회를통해납본할수있도록하며, 공보처

에등록된연속간행물은결호없이전량을납본하며, 공연윤리위원회에서자료를심의할때

나 한국음반협회 회원들의 모임이 있을 때 제작된 자료도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수있도록납본관련법률을홍보하는등납본제도의정착을위한활발한토론이이어졌다.

1995년 7월 14일에는대한출판문화협회사무국장등 6개기관 20여명이참석한가운데

간담회가열렸다. 이 자리에서는월간지및주간지의납본시기단축방안, 도서의납본활

성화 방안, 전자출판물의 납본 촉진과 납본 홍보 등 납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

의되었다. 

다. 납본대행제도

납본 제도 운 은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납본이라

는개념이검열, 사상통제의목적으로사용되어출판사로부터납본협력을얻기어려운상

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 단체인 대한출판문화

협회와납본대행을실시하여납본문제를해결해나갔다. 

1995년 12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납본 자료

및결호에대한대책을협의하기위해납본대행관계자실무협의회를개최했다. 이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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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한출판문화협회의목록작성이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의하도록국립중앙도

서관 측에서 주기적인 전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출

판예정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납본 자료 누락을 방지하는 방안, 지

방출판물의미납본문제, 납본주기를주 1회에서주 2회로늘려신속한자료수집이될수

있도록하자는방안등이검토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대한 납본 대행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

제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방 자

료의효율적인수집과지방납본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시행되었다. 이에따라우선부

산, 대구,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1997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 다. 대행 기관은 해당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으로 정해 지방 출판사 및 제작사가 발행한 일반 도서 및 비도서자료를 수집했다.

대행 기관에서는 납본 자료의 수령, 납본 보상금 청구 접수, 관할 지역 내 발행 자료 조사

등납본에필요한기본적인업무를하며, 납본보상금과수집자료탁송경비는국립중앙도

서관에서부담했다. 이를위해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실시지역대표도서관을방문하여업

무에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 고, 대행 기관에 운 지침을 시달했다. 또 시범 실시가 끝난

후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하여전국적인확대를결정했다.

1998년 4월 13일부터는 인천과 대전광역시에도 확대 실시해 인천광역시립중앙도서관

사서과, 대전광역시립한밭도서관 사서과가 납본 대행 기관을 맡았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모든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를 국립중앙도

서관에 제출하여야 함)에 의거해 제출자는 소재 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에 납본 자료를 제

출하고, 도서관자료제출서와제출자료보상청구서등을접수하면국립중앙도서관에서자료

제출필증발급과납본보상금을지급하 다. 

한편 2004년 8월부터국내에서출판되는모든자료를대상으로신속하게자료를수집하

여 전국 도서관에 표준 목록을 제공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 사

서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주제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납본 대행

및 MARC DB 위탁 용역 사업을 실시하 다. 사업 내용은 국내 도서관 자료 납본 업무 대

행과 납본 대행 자료에 대한 목록 작성 작업(MARC DB)이었다. 계약업체는 공개 입찰 및

기술평가에의해선정하 으며 2004년도에는대한출판문화협회가선정되었다. 국내자료

납본대행관리는자료기획과수집팀에서총괄하 고, 납본 자료의 DB 결과물은총무과에

서지정한자료기획과담당직원이접수후검수하는방법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

또한국립중앙도서관은국내문헌신간자료당일납본체제운 과자료의총체적수집

을 위해 납본 대행 및 MARC DB 생산을 출판물 물류 전문 단체에 위탁하 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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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사업기간으로삼아위탁업체에서도서및비도서의

납본 대행과 납본 자료의 MARC DB 생산을 맡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국내 출판사 9000

여개사의발간자료를수집하는등국내유가지도서출판물의대다수를수집한다는방침

을 세웠으며, 잡지의 경우 총판을 통해 수집하 다. 납본 시기는 기존의 주 1~2회 일괄 납

본 방식에서 탈피하여 당일 납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신 문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하 다. 

라. 최근의납본현황

2000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

해국내에서발행, 제작되는자료를납본수집하 다. 지식정보의수집과활용의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납본율은 점차 향상되는 추세이나, 일부 관계자의 무관심과 납본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어개선해야할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은 72%에머무르는납본율을 2000년에 85%, 2001년에 90%

이상향상시키기위하여신간자료의과학적관리를통한수집정보확충,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제도활용, 각종DB를통한자료정보검색및다양한정보매체의출현과함께중요성

이증가하는비도서자료의수집체계강화, 납본에대한보상금예산확충등다각적인방안

을마련해시행했다. 특히납본된자료를국가문헌정보로DB화하여책자또는인터넷을통

해전세계에제공하고, 유가자료인경우납본자료에정당한보상을지급하며, 2부중 1부

는도서관에 구보존한다는내용의안내문을작성하는등적극적인홍보활동을펼쳤다. 

2001년에는정보기록보존소행정간행물등록자료 DB를활용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

발간 자료의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교보문고 판매 목록을 활용하여 미납본 자료 조사 및

납본 독려를 하 다. 또 지역대표도서관(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5개관을 방문해 납

본 대행 업무 행정 지도 및 납본 대행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납본 대상 자료의 출장 조사,

현지 방문 수집 등을 통하여 일반도서 10만 4912책, 공도서 1만 1577책, 학위논문 11만

5729책, 연속간행물 21만 9433책(부), 비도서자료 2만 6871점 등총 47만 8522점을제출

받아수집처리하 으며9억 8636만 8000원을납본보상금으로지급하 다.

2002년에도적극적인납본수집노력을펼쳐일반도서 11만 1389책, 공도서 1만 802책,

고서 151책, 학위논문 11만 4426책, 연속간행물 22만 1382책(부), 비도서자료 3만 2047점

등 총 49만 46점을 제출받아 수집 처리하 으며 10억 6141만 3000원을 납본 보상금으로

지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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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대행 및 MARC DB 위탁 용역 사업 내역]
(단위: 책, 점)

구 분 납 본 대 행 MARC DB 총계

수 량 27,940 59,082 87,022

creo




2003년에는 일반도서 11만 2053책, 공도서 1만 1079책, 고서 84책, 학위논문 10만

8018책, 연속간행물 22만 4003책(부), 비도서자료 3만 8416점등총 49만 3653점을제출

받아수집처리하 으며 11억 3146만 6000원을납본보상금으로지출하 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7월부터학술대회자료집중수집을위한상시수집전

담반을 결성하여 자료 수집에 박차를 가하 다. 전담반은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

대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해, 2004년 3월까지 9개월간 한국반도체학

술대회 등에서 765종을 수집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중앙 일간지나 인터넷을 통한 조사

를지속적으로해나가면서, 미제출기관에대해적극적인홍보를하며납본을독려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같은 납본 대행 시스템을 통해 선진화된 납본 제도의 정착과 국내

출판사의자발적인납본참여효과를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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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수집 자료 내역]
(단위 : 책, 종, 부, 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도서(책)

일반도서

정부간행물(공도서)

고서

학위논문

연속간행물(종,책,부)

일반잡지

신문

비도서자료(점)

CD-ROM

DV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음반

VCD

기타

합 계

240,123책

104,937책

5,707책

129,479책

9,814종 215,206책부

8,164종 88,167책

1,650종 127,039부

25,936점

5,579점

86점

10,631점

7,108점

1,223점

-

1,309점

481,256

232,218책

104,723책

11,577책

189책

115,729책

10,787종 219,433책부

9,171종 95,673책

1,616종 123,760부

26,871점

4,802점

1,568점

7,552점

9,159점

2,061점

-

1,729점

478,522

236,617책

111,238책

10,802책

151책

114,426책

10,507종221,383책부

8,880종 93,310책

1,627종 128,072부

32,047점

5,738점

2,188점

7,894점

10,799점

4,644점

350점

434점

490,046

109,456종 231,234책

49,984종 112,053책

5,430종 11,079책

33종 84책

54,009종 108,018책

11,060종224,003책부

9,388종 95,440책

1,672종 128,563부

5,955종 38,416점

942종 6,768점

1,011종 2,903점

1,402종 13,833점

911종 8,928점

1,301종 4,526점

228종 974점

160종 484점

493,653

122,932종 268,430책

51,667종 125,871책

4,976종 9,982책

36종 91책

66,243종 132,486책

11,766종228,848책부

10,031종 98,703책

1,735종 130,145부

5,238종 33,037점

591종 3,887점

1,894종 10,595점

685종 5,837점

667종 6,950점

1,203종 5,030점

127종 552점

71종 186점

530,315

[납본 보상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합 계

528,921

118,232

339,205

986,358

669,268

147,357

169,741

986,368

674,614

154,397

232,400

1,061,413

713,018

169,143

249,305

1,131,466

666,856

204,018

260,233

1,131,107

creo




2. 구입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의 하나가 국내 모든 출판물을 빠짐없이 수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납본 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출판되는 자료는 대부분 구입하거나 기

증을통하여수집할수밖에없었다. 해방직후에는혼란한사회상황으로서점의수가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구입 예산 또한

너무나부족하 다. 개관초기에국립도서관은문교부총예산의 0.011%에서 0.019% 사이

의 빈약한 예산으로 운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래된 도서로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구입하고자노력하 다.

초기의많은어려운과정을거쳐 1970년대중반이후부터외국도서의구입자료수가조

금씩 증가하기 시작하 고, 1990년대 후반기부터 국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면모를갖추면서체계적으로도서관자료를구입하게되었다.

초기자료구입업무는 1949년 5월 6일자로공포한직제에의해수서과에서담당하던것

이 1957년에개정된직제에의하여사서과에서, 1974년에는수서과에서, 1993년이후에는

자료조직과에서담당하 으며, 현재는 2004년개정된직제에의해자료기획과를중심으로

자료구입업무를담당하고있다.

1980년대에는외국도서의구입자료수가많지않아자료의구입을위해각학문분야별

대학교수들을일일이방문하여구입대상자료에대한추천을받아구입하 다. 구입예산

이점점증가하면서 1995년부터장서구성위원회가구성된것을비롯하여 1997년에는관내

실무사서로 구성된 외국자료선정실무위원회 및 외국에 거주하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

국자료조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외국 자료 구입 업무가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하 다. 2000

년대에는 장서구성위원회를 장서개발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 자료 구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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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개발과 구입 대상 자료 선정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및 매년 국립중앙도서관 장

서확충계획을심의하는기구로운 하 다. 한편도서관내실무위원및대학교수, 연구

원, 기타관련학문분야전문가로구성된자료추천위원을위촉하여구입대상자료를추천

받아 구입하게 되면서,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장서 구성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국민

에대한지식정보제공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하게되었다.

가. 구입자료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국가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부

응하기위해장서구성의내실화를통한장서확충문제를오랫동안고심해왔다.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장서 개발을 위해 미국의회도서관 등 외국의 주요 국립도서관의 수서 정책,

IFLA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고 장서개발위원회 자문을 받아‘외국 자료 구입을 위한 선

정기준’을작성하 다. 이기준을바탕으로외국자료를선정, 구입하고있는데, 주로한국

관계자료, 외국정부및국제기구간행물, 국별정책연구자료, 문헌정보학자료, 기본참

고자료등을중점구입하고있다.

구입 대상 자료로는 한국 관련 자료로서 발행 시기나 지역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행된

자료라면 국가문헌 자료의 망라적 수집 및 구 보존의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해

오고있다. 또한북한원전및북한관련자료를비롯하여국외선진각국에서출판된서양

서, 일본서, 중국서, 연속간행물, 세계 지도 자료, 아시아 지역 관련 자료, 각국의 정책 및

제도관련자료, 비도서자료등을구입하고있다. 

한편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도 일부 구입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로서

1965년도의 납본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자료와 그 이후에 출판된 자료라도 현재 납본 의무

대상자가없는것이확인되고소장가가판매를원하는경우, 이용빈도가높아납본으로수

요충족이어려운자료, 마이크로필름으로제작된미소장신문자료등과우리나라문화재로

서귀중한자료인고전적등을매년구입하고있다. 또한출판년도가오래되어구입하기어

려운외국도서관소장자료는 인수집하고있다. 

이와함께외국정부및국제기구간행물을포함한국별정책연구자료수집에도중점을

두어행정각부처및주요국책연구기관의정책수립에필요한자료를폭넓게수집해제공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외국자료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각 부

처자료실과긴 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각종참고자료는산업정보, 통계, 인명목록등다양한계층이이용하는일반참고자료

위주로수집하며, 대학도서관이구입하기어려운인문·사회과학분야의고전총서와고가

의 시리즈물도 수집하고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자료는 도서관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

원에서 비교적 폭넓게 수집해 왔다. 그외 국제 회의 발간 자료, 외국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한자료와문학관련연구자료및그림책, 정부정책지원을위한동북아시아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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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동서양고전자료등을수집해왔다. 

연속간행물은자료의특성상계속성및일관성을유지하며기본학술지, 기본서지를중

점 수집하고 있다. 구독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중단하고, 공급이 불완전한 자료는 매체 전

환을 통해 구입(CD-ROM, 마이크로필름 등)하고 있다. 비도서자료는 기본 서지, 출판 정

보, 색인 DB 등을 우선적으로수집하고사전, 통계 자료, 규격, 편람, 법령집등의풀 텍스

트(Full Text) 자료 및 인문·사회·기술과학 분야의 주요 학술 잡지 풀 텍스트 자료 등을

수집하 다. 

구입대상자료의조사정보원으로는 Premier-CD·Book-finder 등 상용 DB, 인터넷

서점(Amazon, Barnes & Nobel 등)·외국출판사판매목록, 책자목록등을활용하 다.

아울러이용자추천자료등을반 하여 1차구입대상목록을작성하 다. 이 목록을대상

으로 관내 사서, 각 전공 분야 대학 교수, 국가정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국자

료추천위원의추천을받아구입대상자료를선정하고있다. 

나. 연도별자료구입

초기 국립도서관의 자료 구입은 납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국

내에서출판된자료를중심으로구입하 다. 1964년도에 4485책을구입하 으나 1969년도

에는 1014책으로줄어들었으며, 1970년도에이르러서야 1963년에가까운 3679책으로증가

되었다. 외국 도서 구입을 위한 체계적인 장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다.

1994년 1월에는 외국의 최신 문헌 정보 자료를 조사·선정·수집하여 장서를 합리적으

로구성하고이용자에대한해외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고자하 다. 이에따라자료구입

예산이 1993년의 5억 6000만 원에서 1994년에는 1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 다. 또 고

전자료의확충을위해일반고서및희귀고서의구입을늘리고국외유출한국고전자료

의 조사 및 인 수집 사업을 실시하 다. 이 사업 예산은 1993년도에 6000만 원에서

1994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증가하 다. 

한편 1994년 4월에는납본제도시행이전의미소장국가문헌을망라적으로수집하여

구보존하고연구에제공하기위해, 1964년도이전에설립되어계속운 되고있는출판사

및 중고 서점, 공공도서관 등 160개 처에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단행본 목록을 배포하

다. 이를위해자료조직과에서는동년 4월부터 6월까지약 3개월간의조사기간을거쳐자

료의중복여부등사무적절차를마친뒤구입계획을확정, 실시하 다. 미소장도서수집

대상자료는 1962년에발간된갑진문화사의‘그리스도와인생’을비롯해 5500여종에달하

다. 이 미소장조사목록을개인등의소장자에게배포하여발행당시의도서가격및판

매희망가격등을조사하면서국립중앙도서관자료조직과로연락하도록요청하 다.

또한 1994년 9월에는당시최신첨단자료로각광받던CD-ROM 및 LD 등을다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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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세계적으로유명한백과사전을수록한 CD-ROM 등이었다. 또한세계적으로저명

한지휘자, 연주자, 성악가들의주옥같은선율이담겨있는 LD도 200여종추가구입하여

종합전자정보시스템을갖춘전자도서실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 다. 

한편 1997년 6월에는 중국 각 지방에 관한 역사와 현황이 자세하게 기록된 지방지(地方

誌) 938책을 1차 구입하 다. 이 자료들은 중국의 각종 기본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문

지리지로서, 중국 행정 구역 22성 5자치구 3직할시 중 18개 성과 그 아래 현 및 북경시의

지방지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것들이었다. 계속 발간되는 지방지의 방대한 양 때문에 소장

하기어려운도서관이많을것으로보고, 지속적인구입을계획하여 2차분 11성 2직할시에

서발간한 725책에대한자료를구입하 다.

또한 1997년 12월에는중국건국이래최대규모의고적정리집성(古籍整理集成)인‘속수

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경부(經部) 260책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 다. 속수사고

전서는 사고전서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사고전서에 수록되지 못했던 학술적 가

치가 있는 자료로서 희귀한 고본(稿本), 근대에 출토된 고문상서(古文尙書), 해외에서 돌려

받은중화구전(中華舊典) 등 5000여 종의도서를수록하고있는자료로, 이후 5년 동안사

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 순서대로출판되어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이를계속수집

하 다. 

그밖에 1997년도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압수한 북한 문서 등과 노동당 관련 극비

문서를담고있는‘北朝鮮の極秘文書’등북한관련자료 4종을입수하여특수자료로지정

하 다. 이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되어 있는 원자료를 재편집해 해설한

자료로, 특수자료취급지침에의거해이용자에게제공되어한국근대사연구에활용되었다.

자료 구입 방법은 1997년부터 연간 단가 공급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공개 입찰 방식으

로선정된도서공급업체를통해구입했으며, 이러한구입방법으로예년의확정된목록에

의한 구입 방법보다 단가를 5% 내외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1997년도에는 이같은 구

입기준및방법에따라총예산 13억원으로도서 1만 1000여책, DB형 CD-ROM 35종,

연속간행물 446종등을구입하 고미국의회도서관소장한국관계자료 340종을 인하

다.

2000년부터는 자료 선정 기본 방침에 따라 도서관에서 필요한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

다. 납본으로수집하지못한 1964년도이전미소장자료, 열람요구가높은자료, 북한에서

발간된자료등이구입대상이었다. 북한자료실개실을계기로북한원전및외국에서발간

된 북한 관련 자료를 구입하 고 이 중에는 6.25 전쟁중의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포함되어있었다.

고서는 소장 장서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문집, 지지(地誌), 족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자료를선정해고서위원회의감정평가를거친후소장자로부터직접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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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외 자료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각 주제별 자료와 정부 기관, 기업체, 각종 연구

소에서활용할수있는정책입안참고자료및실용자료, 외국에서한국을주제로하여발

간된 자료, 기본 참고 자료, 서지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비치해야 할 자료의 구입을 기

본방침으로하 다.

비도서자료는 전년도 구입 자료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를 계속 구입하면서 본문으로 제

공되는 인문·사회·기술과학 분야의 주요 학술 잡지와 실용 정보 자료를 구입하 으며,

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Web DB를 구입하 다. 당시의 전자 형태

출판물생산의급증은도서관자료수집에큰변화를요구하 다. 지식정보화사회구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 매체의 자료는 물론 전자적 매체

자료의수집에더욱집중적인노력을기울 다. 국내자료의경우학회지등이온라인형태

로출판됨에따라이를수집하 고, 외국자료의경우에도온라인형태의학술잡지를구입

하여수준높은학술정보를신속하게이용자에게제공하 다. 

동년 5월에는중국연변대학도서관을통해북한에서발행된자료약 800책의구입을추

진한이후, 북한자료목록을제공받아미소장북한자료를계속해서구입하 다. 이밖에도

다양한경로를통해북한관련자료를적극수집하여북한의실상을알리는데기여했다.

동년 10월에는 1950년대에국내에서발간되었으나일반인이접하기어려운자료와미국

에서 발간된 북한 관련 자료를 비롯한 157종 163책을 수집하 다. 이때 수집된 자료 대부

분은귀중도서로지정되어관련연구자들에게제공되었다.

이외에도‘신문예’, ‘신천지’등과같이 1950년대한국문학계의상황을엿볼수있는주

요 문학 잡지와 1900년대 중반부터 서민들이 즐겨 읽었던‘콩쥐팥쥐’와 같은 딱지본 자료

등한국의근대사를여러면에서알수있는중요자료들이수집되었다.

2001년도에는고서위원회의감정평가를거쳐도서관미소장본으로자료적가치가높은

전기, 문집, 역사, 지지(地誌), 족보 등 전 분야의 고서 241종 988책의 고서를 구입하 다.

구입 자료 중 조선 중종(1506~1544) 연간에 초주 갑인자로 인쇄한 23권 7책의‘신간음점

성리군서구해(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後集)’는 송대(宋代) 유현들의 유문(遺文)과 행실을 기

록한전적으로국내유일의완질희귀자료 다. 

또‘삼략직해(三略直解)’는 경종 2년(1722) 청해문회헌(靑海文會軒)에서 도자기 활자로

인쇄한희귀본으로인쇄술사적인가치및서지적가치가매우높았다. 

또한 고려 대장도감(大藏都監)의 간기(刊記)가 있는 목판본‘대법거다라니경(大法炬陀羅

尼經)’은후쇄(後刷) 시기는정확히알수없으나여말선초(麗末鮮初)에간행된것으로추정

되는불교및서지연구의중요자료 다. ‘대법거다라니경’등 10종은조선효종이전에간

행된희귀한자료로서평가받아귀중본지정심의를거쳐귀중본으로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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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는 원본 훼손 방지와 열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미소장 신문 마이크로필름

을 비롯하여 외국 전자출판물 중 이용자 요구가 많은 경 ·경제· 문학·환경과학·생

명과학분야의웹버전데이터베이스를구입하 다. 이들자료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주관하는컨소시엄에참여함으로써저렴한가격

으로구입할수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2000년도이후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의일환으로민간업체에

서구축한상업용온라인전자출판물을구입하여국내디지털도서관이설치되어있는공공

도서관에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을 통하여 제공한 이후 2002년에

도 온라인 전자출판물 2298종을 구입하여 제공하 다. 구입한 자료에는‘대한부동산학회

지’등 국내 학회지 38종을 비롯하여‘빙벽’등 전자책 2231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한국학 및 기타 자료 29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00년, 2001년에 구입한 학회지

251종의 자료를 갱신하여 공공도서관에 제공하 다. 자료 구입은 각 지역대표도서관 디지

털자료수집담당사서들이모여설명회를가진후자료를추천받았으며최종적으로국립

중앙도서관에서구입대상자료를선정하여구입하 다. 

2002년 9월 15일에는 2003년도실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전자출판물구입을위한자

료 선정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년도 구독 자료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의 계속 구독

과이용자의요구가많은자료를추가구독하는방향으로선정원칙을정하고 17종의자료

를선정하 다.

또한 고서는 서지학계의 원로 학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서위원회의 감정 평가를

받아 자료적 가치가 높은 도서관 미소장본인‘초사후어(楚辭後語)’등 549종 1769책을 구

입하 다. 구입 자료 중‘초사후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목판으로 간행된 귀중본으로

도연명의‘귀거래사(歸去來詞)’가 포함되어 있고, 중종~명종 연간(1507~1567)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권 16~18, 1책과‘예기집설대전(禮記集設

大全)’권 7~9, 1책은두주(頭註)가국한문혼용으로인쇄된희귀본이었다.

2003년도에는국내자료중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7조에의하여 2부씩납본받는것을

제외한자료의구입방침을세웠다. 구입예산이 2002년도대비 44% 증액(외국자료구입

예산)되었으며, 구입 자료는 총 3만 5500여 책(종)으로 2002년도(2만 4884책(종)) 대비

42.3% 증가하 다. 

국내 자료는 해방 이후 역사적 전환기 당시 발행된 조선 현대 동요 중 우수 작가의 작품

을 수록한 문헌으로 근대사 동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조선동요전집’(정태병 편, 서울 :

국어문화보급회)과 1900년초기에발행되었던연속간행물창간호등이다수포함되었다. 

외국자료는국제화, 세계화의기반이되는장서구성을위하여세계주요대학과공공도

서관이소장하고있는각분야별기본참고자료를조사하여구입하 고, 정부정책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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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확대를 위해 국가 정책 입안 참고 자료로 동북아시아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구입하 다. 또한학문연구의근간이되는히브리문화와그리스로마문화관

련고전및권위있는사상총서등동서양고전자료를집중적으로구입하여세계고전자

료와 신간 자료를 균형 있게 구비하 다. 그밖에 세계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및

문헌정보학자료, 타도서관에서구입하기어려운고가의자료를구입하 다. 

비도서자료는 급속한 정보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구

입하 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높은 자료를 전년도에 이어 계속 구입하 으며 이용자 요구

가 많은 경 ·경제· 문학·환경과학·생명과학 분야의 자료를 추가로 구입하 다. 또

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컨소시엄

에적극참여하여저렴한가격으로자료를구입하 다. 

한편 2003년도에도 1621책의고서를 3억 6133만원의예산을들여수집했다. 2월에 1차

로‘고령신씨귀래공세보(高靈申氏歸來公世譜)’등 74종 163책을 5342만원을 들여 구입했

다. 또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2003년도고서구입을위해안동, 대구, 광주, 전주에서현

지출장을실시한후 5월 27일에 232종 759책, 5월 28일에‘진산강씨갑산화수계시집(晋山

姜氏甲山花樹契詩集)’등 220종 715책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을 거쳐 6월

16일에제2차고서구입의대상으로439종 1458책을 3억 791만원을들여구입했다. 

2004년에는특히동양서부문에서중국과의외교관계와관련있는고구려관련자료를

수집하 다.

2004년도고서구입대상자료파악을위한현지실사는 5월 12일, 14일, 17일~20일등

총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봉성기, 김정기 고서전문원 등 2명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동

양문고등 5개처에서상태불량, 복본등을제외한 355종 989책을조사하고 2~3차에걸쳐

소장유무를재확인한후고서위원회의감정평가를거쳐최종 344종 921책을수집하 으

며, 총집행액은3억 4227만원이었다.

95제2장 _도서관자료의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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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자료 내역]
(단위 : 책)

국내 자료

미수집도서(’63년 이전발간자료)

열람용복본

고서

소 계

서양서

한국·아시아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

국별정책기본자료

인문과학자료

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

외국정보및국제기구간행물

소 계

동양서

중국서

일본서

북한서

소 계

연속간행물

잡지

신문

MF

소 계

비도서

Web DB

CD-ROM

마이크로필름

전자저널

컴팩트디스크

소 계

합 계

163

5,194

643

6,000

561

892

357

4,945

2,114

3,840

-

1,418

14,127

3,958

2,771

2,115

8,844

142

31

-

173

9

11

4

1,303

27

1,354

30,498

47

197

988

1,232

617

450

529

3,912

2,977

3,048

-

543

12,076

1,361

2,567

904

4,832

174

27

-

201

17

6

3

1,303

-

1,329

19,670

332

175

1,769

2,276

899

696

145

3,382

3,474

3,626

1,431

13,653

2,049

4,893

314

7,256

145

25

-

170

15

5

3

1,506

-

1,529

24,884

440

298

1,621

2,359

833

1,006

219

2,779

7,023

7,089

3,112

432

22,493

1,337

7,159

129

8,625

177

27

-

204

13

4

3

1,701

-

1721

35,402

150

127

921

1,198

1,470

8

105

175

12,076

*

*

556

14,390

3,091

5,836

208

9,135

173

297

471

-

-

-

1,201

-

26,395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구입 분야

* 2004년 서양서 사회·자연과학 구입 책수는 인문과학 책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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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국내 자료

미수집도서(’63년 이전발간자료)

열람용복본

고서

소 계

서양서

한국학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

국별정책기본자료(동북아자료포함)

인문과학자료

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

외국정보및국제기구간행물

소 계

동양서

중국서

일본서

북한서

소 계

연속간행물

잡지

신문

MF

소 계

비도서

Web DB

CD-ROM

마이크로필름

전자저널

컴팩트디스크

소 계

합 계

7,271

69,569

147,344

224,185

33,459

116,360

21,136

282,135

122,276

281,739

-

33,499

890,607

92,654

181,519

43,483

317,657

44,463

24,674

-

69,137

187,737

41,620

29,799

7,007

451

266,614

1,768,201

2,526,650

4,513,440

194,968,000

413,464,810

61,509

80,789

33,844

281,359

148,299

238,133

-

28,958

872,895

43,703

147,249

11,678

202,631

47,284

24,260

-

71,544

260,187

118,519

29,799

16,427

-

424,933

1,774,013

25,092,980

4,742,500

243,364,000

273,199,480

78,137

70,933

18,025

247,494

254,227

265,350

84,935

-

1,019,103

42,440

162,078

6,937

211,456

49,226

25,041

-

74,267

303,360

31,986

29,000

4,759

-

369,052

1,947,079

34,017

11,520

361,339

406,876

58,329

97,364

14,375

182,139

487,064

435,683

313,435

30,226

1,618,620

67,296

291,192

3,488

361,978

46,054

23,241

-

69,295

221,494

29,400

58,700

1,622

-

311,271

2,767,988

9,716

127

342,275

352,118

101,826

816

7,971

19,851

1,231,192

*

*

37,367

1,399,023

54,214

226,183

3,662

284,059

71,460

21,648

93,108

-

-

-

223,986

-

223,986

2,445,40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구입 분야

* 2004년 서양서 사회·자연과학 구입 예산은 인문과학 예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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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교환·기탁

가. 국제자료교환

각국의국가대표도서관은정보자료의교류, 서지의표준화, 공동사업의추진등도서관

간의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한 국가별 단일 창구로서 각국의 도서관 체제

를 대표하여 국제 교섭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에서 제시된 장서 개

발방법의하나로국제간의자료교환이중요한기능으로나타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자격을 충분히 살려 국제 교류 사업을 확대하

여 세계 각국에 한국에 관한 문헌 정보를 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

는 한편, 세계 각국의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국

가의 중심 정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국제 자료 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출판 정

보와수집이어려운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각종통계자료, 국제기구간행물, 도서관관련

자료등을다양하게수집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에 367책의자료를국제교류를통해수집한이래매년교환처

를증설하며자료수집량을늘리고있다. 1966년에는미국과체결한‘한·미정부간행물교

환협정(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의거해미국의정부간행물을수집하기시

작하 으며, 1989년에는 국내 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캐나다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으

로지정되었다. 

1981년 1월 문교부는해외에있는도서관및연구기관의한국관계자료를정리하기위

하여 자료정리요원을 구미 선진국에 보내고자 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산재된 한국 문헌을

정리하여널리이용케함으로써국익을증진시키고, 구미도서관계의문헌정보자동처리

방식을 참고로 하여 국내 도서관 자동화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

라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미국·캐나다지역의주요도서관에소장되어있는한국관계자

료정리와국제출판물교류및학술정보교류를위해이택준과장과황문성사서를 1월 15

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동안파견해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 토론토대학, LA 남부캘리

포니아주립대학을방문하게했다. 또 11월 16일부터 10일간김선오지도협력과장과한상필

사서가 일본을 방문해 주요 도서관 및 각 연구 단체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계 자료의 실

태를 조사했다. 방문단은 27종 30여 책의 한국 관계 문헌 목록을 수집했으며, 한·일간의

도서관문헌교류를위한의견교환을나누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4년 5

월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자국에서발행된상대국관련자료의교류를제의하여상호합의

하 다. 이에따라양국도서관은당해년도에자국에서발행된상대국관련자료를연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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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종 범위 내에서 선정, 교환하게 되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94년

에 69종, 1995년에 125종 등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일본에는

1994년에 75종, 1995년에 74종을제공하 다. 

또 1995년 4월에는 대만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는 등 각국의 정부간행물을

다수 수집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6년에는 캐나다 정부간행물 중 캐나다 통계부

(Canada Statistics) 발행 자료‘Passenger Bus and Urban Transit Statistics’,

‘Capital Expenditures by types of Asset’, ‘Canadas's Culture, Heritage and

Indentity : A Statistical Perspective’등 약 25종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했다. 캐나다정부에서는세계각국의기탁도서관에자국의정부

간행물을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시범사업을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국립중앙도서

관에 참가를 요청하 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고 양측이

1년간 협조해야 할 사항들에 동의하 다. 한국 내 유일한 캐나다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1989년도이후캐나다정부로부터연간약600책을송부받고있다.

한편 2000년부터 각국의 국제교류처로부터 제공받은 교환 자료 선정 목록을 주제와 언

어에 따라 구성한 자료선정위원에게 의뢰하여‘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 자료의 형태도 인쇄 매체에서 CD-ROM, 마이

크로피시, 웹사이트 버전 등 그 발간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특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잡지

기사색인이 CD-ROM으로수집되고프랑스국립도서관이발행하는국가서지가온라인으

로제공되는등전자형태가증가하 다.

2001년도에 외국에서 수집한 정부간행물은 단행 자료 60책, 연속 간행 자료 169종, 비

도서자료 1만 4850점으로 각국 공공 기관의 사업 연차 보고서, 국가의 법률 자료, 통계 자

료, 연구 보고서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미국 정부간행물은 단행본 3책, 연속간행물 71종,

마이크로피시 1만 3500매, CD-ROM 1350점을 수집하 다. 캐나다 정부간행물은 정부간

행물목록(Weekly Checklist of Canadian Government Publications)에 수록된자료중

20면 미만 자료, 2개 언어( 어, 불어)로 동시에 발간된 자료 중 불어 자료, 폴더(Folder)

자료, 팜플렛자료, 인구센서스, 전화번호자료등을제외한모든출판물을수집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단행본 416책, 연속간행물 74책을 수집하 다. 또 대만 정부간행물은

단행본 57책, 연속간행물 24종을 수집하 다. 일본·독일·이란과는 자국에서 발간된 상

대국관련자료를교환수집하여일본 74종 154책, 독일 148종 148책으로총 222종 302책

을 수집하 다. 이처럼 2001년도에 외국과의 교환·기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단행본 3492

책, 연속간행물 868종 3926책, 비도서자료 1만 4079점이었다. 수집 자료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어, 불어, 독일어자료가다수를차지하 다.

2002년도에는 독일국립도서관의 123책, 미국 콜롬비아대학 도서관 대학 출판물 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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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프랑스국립도서관의프랑스어번역한국문학작품등 12책, 독일하노버공과대학도서

관의박사학위논문 29책등을수집했다. 연보를교환한도서관은미국의회도서관, 대만국

립중앙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체코국립도서관, 캐

나다국립문서관, 인도국립문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등이었다. 

2002년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집한 교환·기탁 자료는 단행본 2600책, 연속간행물 984

종 3130책, 비도서자료 1만 4325점이었다. 정부간행물은 단행자료 67책, 연속간행자료

249종, 비도서자료 1만 4325점 등이었다. 이중 미국 정부간행물은 단행본 9책, 연속간행

물 54종, 마이크로피시 1만 3500매, CD-ROM 825점을 수집하 다. 또 캐나다 정부간행

물은단행본 286책, 연속간행물 89종을수집했으며, 대만정부간행물은단행본 26책, 연속

간행물40종을수집하 다.

2003년도에는미국시카고대학도서관(대학출판물등 21책), 프랑스국립도서관(프랑스

어로번역출판된한국문학작품등42책), 독일함부르크칼폰오지츠키주립대학도서관(박

사학위논문 43책)에서자료를수집했다. 연보를교환한도서관은미국의회도서관, 대만국

립중앙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체코국립도서관, 캐

나다국립문서관, 인도국립문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등이었다. 

2003년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집한 교환·기탁 자료는 단행본 1386책, 연속간행물 830

종 2635책, 비도서자료 1만 3090점이었다. 정부간행물은 단행자료 210책, 연속간행자료

390종, 비도서자료 1만 3038점 등이었다. 발행되는 정부간행물 전량이 수집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대만등 3개국이었다. 미국정부간행물은단행본 4책, 연속간행물 148종, 마

이크로피시 1만 3000매를수집하 다. 또 캐나다정부간행물은단행본 132책, 연속간행물

2종을 수집하 으며, 대만 정부간행물은 단행본 56책, 연속간행물 118종을 접수했다.

2003년에수집한일반간행물은단행본247책, 연속간행물 312종이었다.

2004년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행본 1794책, 연속간행물 715종 2801책, 비도서자료

3278점을 교환·기탁 자료로 수집했다. 수집 자료의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어, 불어,

독일어가 다수를 차지하 다. 정부간행물은 단행자료 94책, 연속간행자료 303종, 비도서

자료 2877점으로미국, 캐나다, 대만등의공공기관사업연차보고서, 국가의법률자료,

통계자료, 연구보고서등이수집되었다. 

2004년에미국정부간행물은단행본 16책, 연속간행물 150종, 비도서자료 2877매를수

집하 으며, 캐나다 정부간행물은 단행본 289책, 연속간행물 4종을 수집하 다. 또 대만

정부간행물은 연속간행물 119종이 접수되었다. 일반간행물은 단행본 492책, 연속간행물

412종이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외국으로부터수집한교환·기탁자료는단행본 1794책, 연속간

행물 715종 2801책, 비도서자료3278점이었다. 

100

-
제
2
장
-
도
서
관

자
료
의

수
집

관
리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나. 기탁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81년부터세계보건기구(WHO)에서무상으로자료를기탁받기시작

한 이래 1993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 1995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97년 1월

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탁도서관으로지정되어국제기구자료를수집하 다. 이

후 1997년 2월 20일 UN의 어 자료 Full-Set 기탁도서관(지정번호 DL-354)으로 지정

되어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등주요산하기구의회의자료와결의자

료(Resolution), UN 조약집, 조사보고서및통계자료와OECD, WTO, IFAD, 회원국및

세계각국의경제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통계자료들을수집하 다. 또한 UN 자료기

탁도서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UN 관련 자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국립중앙도서

관 3층 국가별자료실에 UN 기탁 자료 코너를 마련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했다. 연간

UN 자료접수량은약 1000종정도 다.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국에 진출하며 UN 자료의

이용과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Full Deposit으

로 운 되고있으며, Partial Deposit로는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

서관등이UN 자료실을운 하 다. 

이와 함께 UN 도서관 주최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UN 자

료기탁도서관시스템운 을위한세미나’에하부용사서가참가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4월 18일자로 WTO 기탁도서관 지정을 통보받았다. 이

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WTO에서

문으로발간되는모든자료 1부씩을무상으로제공받으며 ILO, FAO 등국제기구의기탁도

서관으로 지정되어 동 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국가별자료실에 비치하 다. 이후에도

IMF 등 10개 UN 특별기구및 EU 기탁도서관유치를추진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더불어

국내WTO 기탁도서관으로는국회도서관과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이있다.

2000년도에는 8개 국제기구(UN, FAO, WHO, IFAD, ILO, OECD, ADB, WTO) 간행

물의기탁도서관으로서이들기관에서발행된출판물을기탁받았다. 수집되는자료는주로

회원국및세계각국의경제연구보고서및통계자료 다.

2001년도에는기탁자료중인쇄물로받아오던 UN 등사본자료(UN 총회, 안전보장이

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등의회의진행자료를중심으로각위원회회의자료및결

의 자료)가 그해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인쇄물 수집이 중단되었다. 또 OECD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해 오던 OECD 간행물에 대해서는 OECD 방침에 따라 그 발송 비용

을지불하 다.

2002년 5월에는 1997년 4월부터 기탁받아 온 세계무역기구(WTO) 자료가 중단됨에 따

라 기탁도서관에서 제외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 241개 기탁도서관에 무료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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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연간 소요 경비가 총 61만 1100(약 4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재정

상 1개국 1개처에만 기탁하기로 방침을 변경하 다. 국가별 기탁처 선정은 스위스에 있는

각국대사들이자국내기탁처 1개관을지정하도록하 고, 우리나라는외교통상부자료실

이기탁처로지정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기존기탁처에대하여WTO 발행자료를구입할

경우30% 할인혜택을주었다.

2002년도이후 8개의국제기구기탁처로부터수집된자료내역은다음과같다.

4. 수증

국립중앙도서관은자료수집의한방편으로개인장서가나단체로부터매년기증을받고

있다. 이가운데 1000여책이상의기증자에대해서는본인이희망할경우개인문고심의회

의심의를받아개인문고를설치하여특별히관리하고있다.

이같은 자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0년도부터 개인이나 단체가 저작하여 기증하거

나조상전래의전적을기증해오는인사들에게체계적인사례표시를하 다. ‘도서관자료

기증에대한사은계획서’에의하면사례표시를구분하여감사장은서장식과표창식으로구

분하고, 감사패는대형과소형으로구분하 다. 

서장식 감사장은 소량의 자료를 수시로 기증받은 경우에 수여하고, 표창식 감사장은

100~1000점 미만의 자료를 기증한 경우에 액자에 넣어 수여하 다. 또 소형 감사패는

1000~2000점미만의자료를기증한경우에수여하고, 대형감사패는2000점이상많은자

료를기증한경우에수여하 다. 또한이기준에합치하지않더라도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할때에는선물을첨가해증여할수있도록하 다.

가. 개인문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도서관법 제17조 제1항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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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기관 단행본(책) 연속간행물(종) 회의 자료

연도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UN 103 158 250 56 53 64 On-line 제공

OECD 191 236 40 68 45 85

WTO - - - 29 - -

IFAD 2 - - 2 2 2

ADB 370 357 457 7 6 8

WHO 23 - 15 4 - -

FAO 108 138 171 18 13 20

ILO 51 40 43 10 9 10 

계 848 889 976 155 119 189

[국제기구 기탁처 수집 자료 내역]

creo




의수집및보존이라할수있다. 한민족의역사가평가되려면그민족의문화유산과문화

의발전과정이연구대상이되므로국가문헌의수집및보존은선결과제이다.

특히 고전적 문화재는 방치할 경우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많아 체계적인 수집과 보

존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전적 문화재의 수집 방법은 구입이나 복사 또는 마이크로필

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이 어려운 개인 소장 도서에 대해서는 국

가기관에서개인문고로유치하거나기탁문고를설치했다. 고전적이나기타귀중한장서를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 많은 양의 장서를 가정에서 보존하기 어렵고 평생토록 소중히 모아

온 장서를 후대에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산되기에 국가 기관의 개인문고 설치가 해

결책으로대두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문고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문헌을 연구자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고 문화재로 구히 보

존하는데힘을쏟고있다.

개인문고로기증된장서에대해서는별도의방을만들어보관하고, 기증자의호또는기

증자의요구에의하여문고명칭을명명하여그뜻을기리도록했다. 또한목록을발간하여

널리 홍보하고, 기증자 본인은 물론 직계 자녀에게도 당관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우대를 하

고, 기증자가보상을원할때는상당한금액으로보상하고있다. 

고전적에 대한 개인문고는 1947년 오세창(吳世昌) 선생의 개인문고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1970년에한국의학계의권위자이며인쇄판본학의대가인김두종(金斗鍾) 박사가한

적 5500여 책을 기증하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82년에는 모두 8개의 개

인문고가설치되어소장책수가총6178종 1만 8016책에달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고전적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개인

문고유치사업을추진해, 귀중한문헌을소장하고있는많은개인장서가들에게당관의개

인문고제도에대하여관심을가지도록홍보하 다.

고서개인문고유치경과를살펴보면 1970년도에처음으로문고및기탁도서관설치운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고서 개인문고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고, 동년 3월에 문교

부장관으로부터고서개인문고설치승인을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70년 3월에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및 운

규정을 제정하는 준비 절차 등을 거쳐 고서 개인문고 제1호로 일산(一山)문고를 동년 3월

20일에유치하 다. 그후연차적으로개인문고의설치를추진해많은성과를거두었다.

개인문고의 장서 구성 내용은 소장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고별로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중복된 도서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특성을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조사하여 보관하 다. 현재 운 중인 개인문고를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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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창문고(葦滄文庫)

1947년에 유치했던 위창 오세창(吳世昌) 씨 소장본 1124종 3489책을 1972년도에 개인

문고로지정하여‘위창문고’로명명했다. 오세창(1864~1953) 선생은독립선언서에서명한

33인의한사람으로정치가, 언론인, 서예가로명성이높았다.

위창문고의 분류별 장서수는 총류(65종 232책), 철학·종교(256종 787책), 역사·지지

(地誌)(161종 368책), 어학·문학(371종 10,092책), 미술·연예(213종 657책), 사회·교육

(15종 22책), 정법·경제(16종 19책), 이학·의학(20종 63책), 산업·교통(3종 4책) 등 폭

넓게 구성되어 선생의 다재다능했던 과거를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전서와 예서를 즐겨 쓰

던선생이손수각(刻)한 인장전각의예술적가치는타의추종을불허한걸작들로서, 전각

한인보(印譜)뿐만아니라관련중국도서와우리나라의여러가지인보중많은양을소장

하고있다. 

2) 일산문고(一山文庫)

일산문고는 일산 김두종(金斗鍾) 씨가 소장했던 고서를 유치(留置)한 개인문고로‘고활

자’의대표적인표본문고라할수있다. 

김두종 씨는 한국 의학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의학 관계 고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고서의

판종(版種)과인쇄및고활자에관심을갖게되어우리나라의고대인쇄사를연구하게되었

다. 국립중앙도서관은거의판본자료로구성된장서중고활자본의 구보존을위해중요

한자료만선정해귀중도서로편입하 다. 

일산문고의 분류별 장서수는 총류(33종 240책), 철학·종교(237종 882책), 역사·지지

(地誌)(269종 1447책), 어학·문학(485종 1898책), 사회·교육(7종 11책), 정법·경제(212

종 483책), 이학·의학(64종 138책), 산업·교통(6종 9책) 등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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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촌문고(雨村文庫)

우촌 이동호(李東虎) 씨의 소장본 834종 1707책과 고문서 등 3596점을 개인문고 설치

계획에따라 1971년도에당관개인문고로유치하 다. 장서의구성비율을보면어학, 문학

부문이대부분을차지하는데, 특히 3500여점에달하는각종고문서가포함되어좋은사료

가치를갖고있다. 

우촌문고의 분류별 장서수는 총류(4종 12책), 철학·종교(51종 137책), 역사·지리(191

종 410책), 어학·문학(550종 1260책), 미술·연예(3종 8책), 사회·교육(2종 2책), 정법·

경제(10종 11책), 이학·의학(4종 4책), 산업·교통(1종 1책) 등에이른다.

4) 승계문고(勝溪文庫)

승계임창재(任昌宰) 씨소장본 506종 2251책과고간찰 2900점을 1972년도에유치하여

‘승계문고’로 명명하 다. 필첩(筆帖), 간찰첩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간찰은 근

래에수집된것이나참고자료로많은이용도를보 다.

5) 의산문고(義山文庫)

1973년에 의산 안홍천(安洪天) 씨 소장 고서로 설치한 개인문고로, 지방에 흩어진 고서

수집을위한개인문고유치에좋은표본이되었다. 전남장흥에서 농생활을해온안홍천

씨는 5대째가전(家傳)되어온한적(漢籍) 741종 2291책과 고문서 555점을국립중앙도서관

에 기증해 개인문고로 설치하 다. 소장본 중에는 우리나라 인쇄사의 귀중한 자료인 고활

자본 400여 책과 문집류, 고대 소설류, 전기류 및 고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전 연구에

큰도움을주었다.

6) 무구재문고(無求齋文庫)

1974년에무구재이창래(李昶來) 씨가수대째가전되어온한적 257종 1173책을기증해

개인문고로설치한것으로우리나라고전연구의귀중한자료로평가되어널리활용되었다.

무구재문고의 장서 구성은 목판본 162종 884책과 고활자본 66종 220책, 필사본 30종 69

책등정선된고간본들이었다. 

7) 이미륵문고

1993년 12월 13일에는 1966년부터 1993년까지 27년간 이미륵(李彌勒) 관련 자료를 수

집해온성신여대정규화교수가‘압록강은흐른다’의독일어원고를비롯해이미륵의유고

와 유품, 신문 기사와 논문, 초상화, 사진, 편지 등 소장 자료 일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

증하 다. 이미륵 박사는 독일에서 작가 활동과 함께 뮌헨대학에서 동양학 및 한국어 강의

를하며, 당시한국에대한지식이거의없었던서구에우리민족의전통과문화유산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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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역할을하 다. 이미륵박사의유품들은개인문고로설치되어일반인들에게도공개

되며그의문학과삶을재평가하는계기를만들었다.

8) 성호문고(星湖文庫)

1993년 12월에는조선조의대표적실학자인성호이익(李瀷) 관련자료를비롯한미공개

귀중자료800여책이문화체육부로부터기증되었다. 기증자료들은성호이익의둘째형인

이잠의9대종손이돈형씨가자신이보관하고있던이익관련자료를포함하여성호선생의

증조부인이상의로부터부친, 형제, 조카등 6대에걸쳐계승하던저작및소장자료들이었

다. 우리나라최초의백과사전류저작인‘성호사설’필사본원본30책(1761년, 조 37년경)

등 유일본도상당수있었다. 이와함께성호선생이생전에곁에두고공부하던경전, 그의

증조부이상의의시문집‘소릉문집’, 첫째형이해의문집‘정신록’, 둘째형이잠의문집‘섬

계유고’, 셋째형이서의문집‘홍도선생문집’등성호이익가문이배출한여러학자들의저

작 182책과여주이씨문중에보관되어오던‘홍도선생문집’, ‘서전’, ‘가례’, ‘당송팔가문독

문’등의고전적585책을비롯해총797책이기증되었다. 

특히 기증 자료 중에는 필사되어 문중에 전해지던 문집, 유고, 잡저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것들이다수포함되어있으며, 그들과교분이두터웠던당대의유명학자인지봉이

수광, 미수허목등의자취도남아있어조선조대표적인명문집안에면면히흘러내려오던

학문과사상의흐름을엿볼수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문화체육부로부터기증자료를인수

해서지학자들의연구, 검토를거쳐자료를정리하는한편, 기증자의뜻을기리기위해전시

회를개최해별도의전시공간인‘성호개인문고’를마련해관련학자및일반인들이이용할

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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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바우문고

1996년 11월에는‘고바우’만화의 작가인 김성환 씨가 1950년대 이후 신문 만화의 발

전 과정을 보여주는 만화의 원화, 만화 원화 병풍, 고바우 도자기, 사진, 우표, 화 자료

500여 점을 기증하 다. 김성환 씨는 1949년 연합신문을 통해 데뷔한 이래 195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일보에‘고바우’만화를 연재하며 일반 대중에게 친숙해진 만화가로

1973년 동아대상을 비롯해 1974년 소파상, 1986년 스웨덴국제우표전 대금상 수상 등으

로 명성을 쌓았다. 

기증 자료 중에는 6.25 전쟁 당시 만화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포스터, 전단, 만화 신문과

주간만화뉴스, 고바우전집전 10권, ‘고바우아저씨’일본판 2권, 수필집‘인간동물원’, ‘고

바우현대사’, ‘꺼꾸리군·장다리군’등대중에게익숙한작품들과일본아사히신문발행동

화집 및 단행본도 포함되었다. 이 자료는 약 20평 규모의 전시실에 비치하여 1996년 11월

에일반에게공개되었다. 또김성환화백은 2000년 12월 11일‘고바우반세기전(2000. 11.

9~20)’전시 출품작의 일부인 자료 20점을 기증했다. 기증작은 만화 원화 병풍 2점, 동양

화풍 그림 12점, 파스텔화 2점, 판화 3점이었다. 이 자료는 고전운 실 내에 설치된‘고바

우김성환작품전시실’에비치되었다. 

10) 청강문고(淸崗文庫)

1997년에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한 청강 김도경(金禱經) 교수로부터 자료

4277책을 기증받아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심의회를 거쳐‘청강문고’를 설치해 6월 1일

부터 일반에게 공개하 다. 김도경 교수의 기증 자료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

까지경 학및경제학전반의자료로, 특히쉽게구하기어려운일본서의비중(약 44%)이

높아 이 분야의 연구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기

증한김도경교수에게감사패를증정하 으며, 기증자료는다른개인문고들과마찬가지로

고전운 실에별도로비치하여이용할수있도록했다.

11) 히로시마청구문고

1996년 11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지역의 인권 운동가이자 히로시마 인권도서관 관장인

타키오에이지(瀧尾英二) 씨가원폭관련자료 753점을국립중앙도서관에기증하 다. 타키

오씨는“일본이한국에끼친피해를반성하고사과하는뜻에서자신의소장자료중징용,

원폭피해, 재일교포실태등한일근대사연구에도움이되는자료를기증한다.”고밝혔다.

이 자료는전남대학교사회학과정근식교수가현지에가서자료를검토한후연구자료로

상당한가치가있다고판단하고8월부터추진하기시작하여 10월 24일기증합의서를교환

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이자료를‘히로시마청구문고’라는명칭으로역사자료실에설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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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외개인문고

1977년도에는동곡(東谷) 김성한씨가‘대전회통’등 1052책을기증하여동곡문고를설

치하 고, 1982년도에는 해(領海) 서희수 씨의 부인 황순조 여사가‘불행의 원인’등

802책을기증하여 해문고를설치하 다.

또한 1984년 10월미국텍사스오스틴(Texas Austin) 대학교수로재직하던허균(許筠)

박사가작고한뒤개인소장커뮤니케이션관련도서 855책을기증하여허균문고로설치하

으며, 1989년도에는 백암(白岩) 유석형 씨가‘ 혼의 세계’등 2035책을 기증하여 백암

문고를설치하 다.

1991년도에설치된일모문고는서울대교수와국제펜클럽한국본부중앙위원, 한국문인

협회이사등을역임한일모(一茅) 정한모서울대학교교수가연구를위해수십년간수집해

온시문학전문자료 6800여책을기증하며설치되었으며, 1994년도에설치된박항섭문고

는 박항섭 씨의 부인 이효애 여사가 미술관계 도서 및 도록 672책과 팜플렛, 초청장 2500

매를기증하여설치했다.

나. 기타수증자료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한 이후 서울을 떠나는 일본인들로부터도 도서를 기증받았다. 당

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장이었던 荻山秀雄은 동양사를 전공하여 한국사와 동양사 관계 장

서를 다수 기증했고,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사서 던 關野眞吉은 도서관학 관계 장서를 기

증했다. 

1947년 8월 25일에는 군정 장관이던 러취 소장이 연세대학교의 원한경 박사와 함께 방

문하여 미국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전달하 다. 이어 동년 10월에 캘리포니아대학이 79책,

동년 10월부터 1950년 2월까지록펠러재단이약630책의도서를기증했다.

1966년 5월 28일에는한·일간‘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제2조의규정에의해

일본정부로부터인수한문화재중한적(漢籍) 163종 852책과일본측이기증한한적(漢籍)

238종에대한마이크로필름970롤을전달받았다.

1973년 6월에는 세계 주요국(미국, 국, 중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촉

진시키기 위해 외국코너를 설치하고, 최신 자료들을 수집하여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일본대사관은 본국 정부에 건의해 278책을 기증했는데, 주로 일본의 최신 통계를 비롯해

일본의역사, 문화, 정치, 경제, 공해, 도시계획, 문학, 동요등전분야에걸친것이었다. 7

월 5일에는 이를 주선한 일본대사관 홍보관 가또오 노부루(加加藤昇) 씨에 의하여 전달 절

차를가졌으며이로인하여한·일문화협력의계기를마련했다.

1974년에는 일본인으로부터‘피렌체의 미술’전 6권을 기증 받았다. ‘피렌체의 미술’은

일본의 전통 있는 출판사인 소학관(小學館)이 창업 50주년 기념으로 2000부 한정판으로

기획출판한특수장정의대형책으로이태리의역사및문화의도시피렌체의미술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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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다. 동년 6월 20일 대만 교육부에서‘이십오사(二十五史)’50책을 기증하 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이상규관장에게전달된이십오사는중국초기부터명대에이르는약

2000년간의정사로서, 청건륭시대에간행한것을 인본으로만든것으로중국역사연구

에귀중한자료가되었다. 

1975년 9월에는정수련여사가일서62책, 양서 5책등문학관계도서67책을기증하

다. 또 전남보성군율어면문양리에사는경주이씨문중대표이창래씨가보성군겸백면

소재 모제에 소장되어 있던 목판 37매를 기증하 다. 이 목판은 고려 말의 학자 둔촌 이

집 선생이 정몽주, 이색, 이숭인 선생 등과 교유하면서 지은 책의 본판으로 고인쇄사 연구

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귀중한 자료를 기증하여 준 이씨 문

중에대하여 11월 14일감사패를수여하 다. 동년 9월 22일에는서독Deutchen Forsch-

ungsgemeinschaft에서 독일어판 백과사전 전 20권을 기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성식 관

장은 기증 회사와 주한 서독대사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간의 유대 관계

를보다긴 히하여양국의문화발전에기여할것을다짐하 다.

1976년 3월 23일에는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인도 관계 자료 12종 32책을 기증했다. 이

자료는인도의역사, 지리, 정치, 문화등각분야의참고자료로서인도연구및양국우호

증진에큰도움을주었다. 또한주한외국공관을통한각국자료수집활동으로인도를비

롯해 말레이시아, 국,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부터도 각종 자료를 기증받았다. 주한 아르

헨티나대사관도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 관련 자료 100책을 기증하 다. 이는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 이루어진 문화 교류로, 자료의 대부분이 스페

인어로기술되어아르헨티나연구와스페인어연구에많은도움을주었다.

1976년 9월 14일에는 구본준 씨가‘토목시공법’, ‘토목행정건설업무개설’등 토목 관계

도서로서 국내본 26책, 일서 74책, 서양서 11책 등 모두 111책을 기증했다. 아울러 9월 20

일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사에서‘시속과 광의 민족사’라는 도서 200권(320

만원상당)을전국각도서관의장서용으로기증했다. 이 책은광복 30년을기념하는취지

에서민족의역정을보여주는역사적인기록사진을발굴하여집대성한사료 다.

1977년 5월 10일에는주한캐나다대사관 J. 스타일즈대사가캐나다관계도서 427책을

기증하 다.

1980년 11월 5일에는불교서적수집가인이근태씨가귀중한불교서적인‘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7권 7책을 기증했다. 성균관대학교 천혜봉 교수는“묘법연화경은 가정(嘉靖)

10년 행유(1531)에 을해자본(乙亥字本)을 저본(底本)으로 경북 천 공산본사(公山本寺, 현

銀海寺)에서 중각(重亥) 발간된 일이 있으며, 기증된 묘법연화경은 그후 수십 년 뒤에 다시

2판으로 재발간한 후쇄본으로, 발간 시기는 1600년 전후가 되는 희귀본으로 보여진다.”고

감정하 다. 법화경은 시대별로 많이 발간되었으나, 기증 불서가 17세기를 전후하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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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이 인쇄 문화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증

자이근태씨에게 11월 24일감사패를증정했다.

1984년 1월 21일에는 전 중앙대 약학대 학장인 양현호 씨가 자연과학 도서(동서, 서서)

238책을기증하여국립중앙도서관에서감사패를증정하 다.

1985년도에는 한·일 문화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출판판매주식

회사간에 1984년 4월 17일자로합의한문화교류각서에의해 1차분 5194책을기증받았다.

이에따라그해 5월 18일국립중앙도서관 1층전시실에서일본출판판매주식회사회장과주

한 일본공사 및 도서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어

1986년 1월에 2차로 1711책이전해져총6905책을기증받았다.

1994년 9월에는 고 유형승 교수(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장서를 그의 부인 문성철

여사가 기증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Library Management’

등 서양서 200여 책, 동양서, 잡지, 논문 및 고서 4종과 복사물을 포함하여 총 500여 점

에 달하는 자료를 도서관 문화자료실 내의 별도 서가에 비치하고 후학들의 연구 자료로

제공하 다.

1996년 11월 19일에는 국 맥 란출판사에서‘미술대사전(The Dictionary of Art)’의

한국 출시를 기념해 서울 정동 국대사관저에서 리셉션을 갖고 사전 한 질(34권, 가격

700만원상당)을국립중앙도서관에기증하 다.

1998년 2월 18일에는스테판브라운(Stephen Brown) 주한 국대사가 국에관한도

서 67책을기증하 다. 도서는주로 국에관한신간참고도서류로서정부간행물뿐만아

니라 어의 기원에서 현대어까지 총망라한‘캠브리지 어대백과 사전(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도포함되었다. 이도서기증은테리토니( Terry

Toney) 주한 국문화원장이 1997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 만

남 200주년 기념을 맞아 시행된 것으로, 기증 도서는 세계 주요국의 정부간행물을 중심으

로운 하고있는국가별자료실에비치하여이용자들에게서비스했다.

2000년도에는국내외개인및단체등총 23개처에서 1만 2169책(점)을 기증받았다. 동

년 6월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에서 자료의 불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납본받은 자료 중

북한 원전 및 이념 관련 자료 2545책을 기증하 다. 기증 자료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포함하여북한내출판물을국내출판사에서재쇄또는편집한북한원전 290종, 북한관련

국내서 210종, 북한 연구 자료로서 일본서 186종, 중국서 92종, 서양서 3종 등이었다. 이

자료들은 2000년에 개실한 북한자료실에 비치되어 북한 연구자들 및 관심 있는 이용자들

에게제공되었다. 

2001년도에는국내외개인및단체등총 46개처에서 2만 2839책(점)을수증받았다. 또

국내외개인및단체등 104개처에서국내자료 1146책(종), 국외자료 1만 147책(종),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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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책등 1만 1321책을수증받았다. 동년 4월에는미국에서 15여년간유학생활을한정판

규 씨가 미국 생활중 수집한 서양서 8000여 책을 기증하 다. 본인의 전공인 행정학 관련

자료와함께교육학, 역사, 세계고전문학, 직업, 건강, 도서관운 , 어린이·청소년책등

다양한분야의자료 다.

2003년도에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등 총 66개처에서 2347책(점)을 수증받았다. 2003

년 3월 21일에는피 수씨가 3종 3책, 7월 31일에는 Donald M. Fehlings 씨가 1종 6책,

8월 18일에는문화재청에서 2종 4책을기증했으며, 8월 20일에는오우현씨가 29종 72책

을수증하여감사패를전달했다. 또한숙명여자대학원장을지낸김용숙교수가 360책을기

증하 고, 독립유공자 자제인 마해룡 씨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 500책을 기증하여 미소장

국가문헌을수집하는계기가되었다.

2004년 5월에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색깔과 고유 문양을 가진 자수, 보자기, 의상 등

에 관한 연구와 수집에 평생을 바친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이 고서 및 고문서 300여 점

을기증했다. 기증자료는‘삼도주사각처파수급신지류방분배첩책(三道舟師各處把守及信地

留防分配貼冊)’등고서 33종 102책과 19세기에쓰여진간찰(簡札) 및시축(詩軸) 등고문서

177점이었다. ‘삼도주사…’는 조선 조 시대 통 , 구수 , 옥포, 가덕, 부산 등에 체재한

수군장수들이기록한관안으로귀중자료이다. 

2004년 11월 18일에는관장실에서주한미국대사관과DVD 기증식을가졌다. 이자리에

서 주한 미국대사관 던 큐 워싱턴 공보참사관은 미국 공 교육방송국(PBS)이 교육용으로

제작한 미국 역대 대통령과 역사상 저명 인물의 일대기를 담은‘American Experience’

시리즈등 126종의 DVD를임병수관장에게전달하고, 이를이용자와함께관람했다. 기증

DVD에는 1969년의 아폴로 우주 개발 사업, 미국 대륙의 장엄한 자연 풍경, 20세기 미국

특유의장르음악발전과정등을담은다큐멘터리와‘모던타임즈’등찰리채플린의대표

작과‘하이눈’, ‘자이언트’등명작 화들의디지털버전도포함돼있었다. 기증받은DVD

는미국관련국가별소장장서로확충하고, 정리작업을거친후 5층디지털자료실(멀티미

디어룸)에서도서관이용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다. 햇살가득다락방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법시행령에의해납본수집을시행해왔다. 그러나공공도서관

및 행정부처 소장 자료 종합목록인 국가자료 종합목록과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인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 종합목록의DB와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의목록정보를비교해본

결과 상당량이 미수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이 자료들에는 출판 연대가 오래되어 훼

손되거나 소장인의 작고나 이사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많은 귀중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이러한자료들을수집하기위해 2004년 3월‘햇살가득다락방’

을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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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소장 국가문헌의 수집 확충과 지식 정보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대국민 도

서기증사업’을추진하 다. 한국도서관협회에용역의뢰한이사업은 2004년 2월부터 12

월까지실시되었는데, 수집대상자료는국립중앙도서관미소장국가문헌과외국에서출판

된한국관련자료및한국인저자의자료등이었다. 

수집 방법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1965년 도서관법 시행 이전에 발간된 자료, 혹은 그

이후에 발행되었어도 납본 의무가 없고 소장자가 적정 대가를 요구하는 자료는 구입을 통

해수집하기로방침을세웠다. 

또한모든기증자료에대해서기증자표기와홍보를실시하며, 기증권수에따른감사패

수여, 개인문고설치등의예우도계획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이기증사업이장서구성의

내실화와 함께 지식 정보 자원의 재발굴, 도서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증대 등의 효과를

볼것으로기대하 다. 

이에따라 2004년 4월에‘대국민도서기증사업’을위해자료보존관내에기증실인‘햇

살가득 다락방(The Last Book House)’을 마련하 다. 이 명칭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당신의 다락방에 쌓여 있는 책에 세상의 빛을 주

고싶습니다’라는의미를담고있다. 

2004년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1층에서 햇살가득 다락방의 개소식이 도

서관계, 출판계, 문화계인사들과국립중앙도서관직원등 100여 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

다. 개소식에는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

관관장, 김종규박물관협회장, 이정일대한출판문화협회장, 권경현교보문고사장등이참

석해 현판식을 갖고 국립중앙도서관 이숙현 과장의 경과보고, 임병수 관장의 인사말, 신기

남회장과오지철차관의격려사순으로진행되었다. 

특히고김상태선생의유족이고인이평생동안수집한 3만여권의자료를기증해오지

철차관이고인의딸인김한씨에게감사패를전달하 다. 

이 자리에서임병수관장은“햇살가득다락방을통해국민들이기증한마지막한책까지

모아국가와민족의소중한자산으로후손에게물려주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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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가득 다락방 개소식(2004년) 



햇살가득다락방은개소후 6개월만에 8만 4000여 책을수집하는큰성과를이루었다.

그동안국립중앙도서관은방송, 신문등언론매체를통해도서기증에대한홍보를실시하

고퇴직교수, 학술원·예술원등사회저명인사 1000여 명을대상으로기증안내홍보문

을 발송하는 등 기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소설가 강신재 씨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기증이이루어지면서도서기증문화활성화를이끌어냈고, 개인과단체등

70여곳에서자료를기증해주었다. 

2004년도에는 박동규 교수(전 서울대 국문과)가 2500책을, 고 정양은 교수(학술원 회

원, 서울대 심리학과)가 1800책을 기증하 다. 아울러 4월 6일에는 원로 작곡가이자 평론

가인고황문평선생이릴테이프 300여 점과 LP판 1000여 매, 각종 훈장및상패등을기

증하기도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에는 고서 70여 책, 1940년대 교과서인‘초등과 산수(初等科算

數)’33책등귀중한자료들도포함되어있어국가문헌내실화에큰도움이되었다. 또한기

증자료중이미소장하고있는경우는이를필요로하는공공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군부

대 도서관,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내 도서관 등에 다시 기증하여 사장되고 있는 지식 정보

원을범국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 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증 사업을 위해 햇살가득 다락방 홈페

이지를개설하고, 도서관소장자료의경우군부대, 교도소, 복지관등소외계층에꾸준히

재배포해나갈방침을세웠다.

2004년 12월 말 햇살가득 다락방의 총 수증 자료는 9만 3209책에 달하 다. 그중 5만

9019책에대한복본조사실시결과, 미소장자료로확인된 1만 6562책(약 32%)을 국립중

앙도서관의 장서로 등록하 으며 1만 1727책은 공공도서관, 병 도서관 등에 재기증하

고나머지책도요청기관이나개인에게재기증했다. 

5. 인

미소장자료에대한 인수집은국가문헌의망라적수집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

이다. 이는크게국내외소재한국고서조사및 인수집과해외한국관련자료조사및

인수집사업으로구분되는데각각자료기획과와정책자료과에서담당하고있다. 

구입이나교환기증으로수집할수없는자료는 인하고, 국내유일본인경우에는복제

하는방식을통해장서개발을하고있다. 인이나복제의대상은국내외의고서가대부분

을차지하며사료적가치가있는문서류가일부포함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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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소재한국고서조사및 인수집

1) 국내주요기관소재한국고서조사및 인수집

국내 각 기관 및 민간에 소장된 한국 고전적을 조사· 인·수집·보존함으로써 전쟁이

나천재지변등유사시에귀중한전적문화유산이유실되는것을방지하고이용자의편의

를도모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1983년에처음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소장한국고서‘본초강목(本

草綱目)’등 167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했다. 이후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가 1996년부

터다시사업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해 2000년까지 5년간장서각소장한국고

서 3만 7531책의 인수집을완료하 다. 2001년과 2002년에는국사편찬위원회, 남대

학교및부산시립시민도서관소장한국고서‘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등 800종 2169책을

인완료하 으며, 2003년부터는서울대학교규장각소장한국고서에대한 인을추진

하여3년간 3993종 1만 610책을 인하 다. 

2) 해외소재한국고서조사및 인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전 자료를 조사, 인하여 자료의 확충

을기하며학문발전에기여하고있다. 이 사업은일본, 중국, 대만, 미국, 프랑스, 국, 러

시아등지의 80여기관에소장된것으로추정되는한국고서약 20만책중국내미소장희

귀본약 1만여책에대한 인수집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 1982년에프랑스국립도서관및동양어학교소장한국고서249책을 인수집

하며사업을시작했으나이후잠시중단되었다. 그러나1987년부터다시연차사업으로추진

되어일본대판부립중지도(大阪府立中之島) 소장한국고서‘서호고사(西湖古事)’등249책을

인했다. 그이후 1994년까지한국고서가가장많이소장된일본내정가당문고(靜嘉堂文

庫), 존경각(尊經閣), 내각문고(內閣文庫), 동양문고(東洋文庫), 동경대아천문고(東京大阿川

文庫), 대곡대(大谷大), 천리대 금서룡문고(天理大 今西龍文庫) 등 13개 기관의 한국 고서를

중점적으로조사하고희귀본‘계상잡록(溪上雜錄)’등736종2152책을 인수집했다. 

또한 중국에 유출된 우리의 전적 문화재를 조사하고 인하기 위해 제1단계 활동으로

1992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이귀원 고서전문원, 심인선 사서가 북경의 중국국

가도서관을비롯하여북경대학도서관,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북경사회과학원을방문

해국립중앙도서관과의상호교류및한국고전자료의소장자료조사· 인사업을협의

해적극적인협조를얻었다. 이후 1995년부터본격적으로일본외에미국, 중국, 프랑스등

지의소재기관으로 인수집대상처를확대하기시작했다.

또한 1995년 2월에는 일본에 유출된 한국 고서 인 수집본 목록을 발간하여 각 도서관

및관련기관, 연구자에게배포하 다. 이자료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일본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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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하여 인수집해온한국고서689종 1961책에대한목록이었다. 

1995년에는문화재관리국과공동으로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분교아사미문고에소장되

어있는 3000여 책의한국고전적을조사· 인하기위한조사단을구성해현지에파견했

다. 천혜봉(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박사를단장으로 5명으로구성된조사단은동년 7월 17

일부터 8월 18일까지아사미문고에소장된자료의서지조사, 인대상자료선정등의업

무를 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도서관, 북경대학 도서관 및 일본의 정가당문고 소장 한국 고

서에대한 인작업도추진하 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도에 2006년까지향후 10년간해외 56개기관소장한국

고서5500책을 인수집할계획을수립하고계속적인사업을추진했다.

2000년도에는해외소재한국고서 인수집을위하여일본교토대학(京都大學)에 187

종 391책, 27첩에 대한 자료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서전문

원 등 직원 3명(자료조직과 김창 사서사무관, 이귀원·봉성기 고서전문원)이 자료 조사를

수행했다. 이를통해교토대학부속도서관하합문고(河合文庫) 소장한국고전적 184종 411

책을수집했다.

또 2002년 6월에는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한국고전적의조사, 인 사업을실시

했다. 파리 동양언어문화학교 도서관은 프랑스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는곳으로지리서(地理書), 역서(譯書), 종교서및한 ·한문소설류등 600여종의다양

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 사회의 총체적인 집서(集書) 문화를

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귀원고서전문원은우리나라고악(古樂) 연구의중요자료로희

귀본인‘양금신보(梁琴新譜)’500여 종의 조사 및 인 협의를 위해 6월 23일부터 30일까

지 파리를 방문하 다. 국내 미소장 한국 고전적의 조사, 인 사업은 국가 문헌인 귀중한

전적을확충해한국학연구분야의발전에기여하 다. 

2003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봉성기고서전문원이해외소재한국고서 인

자료조사를위해일본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 소장‘동래선생십구사기상절(東來先

生十九史記詳節)’등을조사하고 140종 379책을 인수집하 다. 

이어 2004년도에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봉성기 고서전문원과 이은정 사서가 일본

대마도의 금강원(金剛院)과 대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歷史民俗資料館) 등이 소장한 한국 고

전적 조사를 하 다. 금강원은 고려본 재조대장경‘대반야바라 다경(大般若波羅密多經)’

등을 비롯해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일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재조대장경

600권 중 167권을 소장한 곳이다. 또 대마역사민속자료관은 가마쿠라시대(1192~1333년)

중기말부터약 600년간대마도를통치해온소오씨의자료를소장관리하고있는곳으로,

한국본 고서 약 8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어 이들 자료 중‘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

類)’등 62종 297책을서지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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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한국관련자료조사및 인수집

국내 미소장 자료 중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인 사업은 1993년 문화 창달

5개년사업으로채택되어 5개년특별사업으로추진되었다. 이에따라국내에소장되지않

은한국관련자료를파악하기위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국내외서지자료조사와국내

각기관별 인실태조사를마친뒤, 1996년부터미국소재한국관련자료의 인작업을

구체적으로추진해왔다.

1996년에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이재선사서가미국을방문해하버드대학의옌칭

(燕京)도서관, 와이드너도서관 소장 146종 159책의 도서와 에머슨 문서 및 피치 문서를

인 수집하 다. 또 의회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자료의 인 방식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 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인 문서의 자료 검토와 해제 작업을 의뢰해

3214장의자료를총 12책으로편집해 1997년에일반인에게공개했다.

수집 자료 중 에머슨 문서는 제3공화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한 루퍼트 에머슨(Rupert

Emerson) 하버드대학법학부교수의한국헌법관련문서로중요한것이다. 이 자료는국

회도서관에서 재복제하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제공되었으며 국내 법학 연구에도 중요

한자료로활용되었다. 

또 피치 문서는 중국에서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상해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과

도친분을나눈조지피치(George A. Fitch)가남긴문서로서미국하버드대옌칭연구소가

1976년 8월피치목사의서한과비망록등을입수해편집한것이다. 이문서집에는한국독

립 운동의 뒷이야기는 물론 해방 정국과 건국 초기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피치 목사 부부의 여수·순천사태(1948년 10

월) 체험기는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으로 빚어진 한국 사회의 혼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피치목사의부인인제럴딘피치가한국의여성대학설립과운 에대해임 신(전중앙대

학교 총장), 배상명(상명학원 설립자) 씨 등 교육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서한들은 당시 여성

교육의실상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주었다. 또‘애국가’를작곡한안익태선생의애국심

을보여주는서한도포함되어있다.

한편 19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박은봉 사서가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하버드

옌칭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지 담당자와 면담하고 자료 조사 및 인 의뢰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미국의회도서관에소장된한국관련자료 300여책을 인수집해한국근대사연구

에유용한자료로쓰이게했다.

2002년에는 하부용·권정임 사서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 소장된 한국 관련

근현대사자료에대한조사, 인사업을실시하 다. 조사단은동경대학도서관, 농림수산

성 도서관, 동양문고, 아시아경제연구소 도서관, 입교대학 도서관, 학습원대 동양문화연구

소 등 7개처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지방제도

연혁(地方制度沿革)’등 172종 173책을마이크로필름및지면복사로 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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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도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인 수집 5개년(2004~2008년) 사업의 일환

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이소장하고있는한국관련문서를포괄적으로수집할계획을세웠다. 이에따라 2004년도

인수집의 1차대상자료인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한국 관련 자료의 망라적인 수

집을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수은사무관, 김희순·안인덕사서가국외출

장을 다녀왔다. NARA 소장 한국 관계 자료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경

제·사회 전반에 걸쳐 한·미 관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조사단은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의 Bob Coren, Richard Boylan 등의 아키비스트와 자료 수집 관련 협의

를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NARA 소장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국가문헌을 확

충하고자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원 장기 출장 및 현지 주재 한국학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 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 전문가인 이흥환 씨(‘미 비 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

장면’저자)와약정을체결하여공동으로자료를수집했으며, 체계적인업무추진을위해해

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사업 담당자인 안인덕 사서가 메릴랜드주 NARA로 8개월간

출장을다녀왔다. 

이사업을통해Record Group 341·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미공

군본부문서)를비롯한 23개문서군총 17만 709면을수집하 다. 

주요수집자료는 1943년 7월 26일워싱턴에체류하면서한국위원회를이끌었던이승만

대통령과미전쟁정보국쿤스간의서신및전쟁정보국에제공한항일운동관련전단사본

(RG 208), 미국 육군 서태평양사령부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5일에

일본이항복할경우에대비하여비 입안한 26쪽짜리 1급비 문서, 일본본토및아시아

내일본점령지역에대해태평양사령부가실시할패전지역점령작전과그에따른군수품

조달작전(작전명: 블랙리스트) 등이었다. 

또한미국전쟁부계획및작전국기획과가작성한패전직전일본의중국및만주, 한국

의 3개 점령 지역 유지 능력 평가 보고서(RG 160)가 있었다. 또 1940년대 중반 워싱턴의

미국 공군 정보국이 작성한 일본 점령지인 조선 내 주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공습 목표물

목록과 지도(RG 169)를 비롯해, 1950년 7월 16일 일본의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이 워싱턴

의미국육군부에발송한 2장짜리 1급비 전문으로중국의타이완침공가능성에대한중

국정부의공식입장을메모한문서(RG 341)가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인쇄문서를 300dpi 컬러 JPG 이미지로수집하고, 수집자료를정리

해 원문 정보 DB로 구축하는 한편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필름으로도 제작했다. 또 구축된

원문정보 DB는국가전자도서관을통하여한국학관련연구자및이용자에게연구자료로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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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디지털자원

가.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운 위원회운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과더불어온라인디지털자원의수집및보존을위해 2003년 12

월추진계획을수립하고전담수집팀을구성하여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의기본틀을갖

추었다. 초기에는주로 2001년도개발시스템에대한점검및보완, 온라인디지털자원수

집관련국내외사례조사에중점을두어사업을진행하 다.

2004년 2월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온라인디지털

자원심의 운 위원회를 발족해 그 첫 회의를 2월 19일에 개최하여‘온라인디지털자원심

의 위원회 규정’및 디지털 자원 선정 지침을 의결하고 위원장 및 인문·사회·자연과학

과 유통·표준화 등 4개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 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으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

홍보, 관련 법·제도개선등에대한자문과더불어상의·의결권을가지는운 위원회를

구성하 다.

나.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분과위원회구성및운 방안연구용역추진

2004년도상반기에‘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분과위원회구성및운 방안’에대한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김준철 교수(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 운 위원회 위원장, 신구대 출판정보

미디어과 교수)에게 이를 의뢰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안과 인문·사

회·자연과학등 28개주제분야의온라인디지털자원의위치정보(URL) 조사및위치정

보추천의제도적방안마련등이었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각주제분야전문가를분과위원으로위촉한후, 3개 분야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위치 정보는 주제별 수집

점검팀을한시적으로구성하여최종수집여부를해당주제분야분과위원과협의후결정

할 방침이다. 이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는 문성빈 교수(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김준모 교수

(건국대행정학과), 이재훈교수(단국대건축학과)가참여하 다.

다.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

현재 수집중에 있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유형은 정부 기관이 생산한 온라인 디지털 자

원으로연구보고서, 간행물, 정책자료, 통계자료등주로웹사이트내공개자료실에서제

공되는자료이다. 이러한자료는인쇄형태의자료중스캐너등을이용해디지털형태로가

공한자료도있지만, 처음부터디지털형태로출간하여인터넷서비스중인자료도많으므로

언제사라질지도모르는현세대의귀중한문화유산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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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기준으로 9만여건의온라인디지털자원을수집하 는데지역축제, 국회

의원선거, 독도등한국내사회적인이슈에대한디지털자원도수집하고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4월 15일대한민국제17대국회의원후보자개인홈페이지, 신행정수도관련

홈페이지등을수집하 다.

라. 디지털문화유산보존에관한기초연구용역추진

디지털 문화 유산 아카이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자,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산

재해있는디지털문화유산에대한체계적인수집보존방안을수립하고향후국립디지털

도서관의역할에관한연구와논의를위해‘디지털문화유산보존에관한기초연구용역’

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정보트러스트센터준비위원회에 의뢰하 다. 이 용역 사업은

2004년 7월부터 5개월간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에대하여‘디지털유산보존에관한기

초 연구 자료집’을 발행하 다. 자료는 디지털 자원의 보존과 관련 있는 도서관 및 유관 기

관250개처에배포하여관련업무에활용될수있도록하 다. 

이 연구는 디지털 유산 보존 국내 현황 및 협력 틀 구축 방안,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정책방안, 디지털납본제도방안, 디지털예술보존방안, 디지털 상음성자료보

존방안, 국내디지털아카이빙사례를중심으로추진하 다. 

한편디지털자원의보존에대한인식확산을위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정보트러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후원하는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포럼을

2004년 11월 4일한국경제신문다산홀에서개최하 다. 이 포럼은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서 국립중앙도서관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디지털 문화 유산 보존에 관한 기초 연

구’성과를토대로하 다. 

포럼은 윤 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각 연구자들의 발표 및 관련 인사들

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 내용은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의의(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디지털 유산 보존 국내 현황 및 협력 틀 구축 방안(이한메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

원), 디지털유산보존을위한국가정책방안(이소연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디지털납

본 제도안(서혜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디지털 예술 보존 방안(허서정 아트센터 나

비학예연구원), 디지털 상음성자료보존방안(김창유용인대 화 상학과교수), 국립

중앙도서관 아카이빙 사례(이혜원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다음세대재단 아카이빙

사례(이지연다음세대재단실장) 등으로이루어졌다.

토론에는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 곽동철청주대문헌정보학과교수, 신광

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나문성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사업팀 팀장이

참석하여연구발표내용에대한소견과디지털유산관련의견을피력하 다. 이포럼에서

디지털유산보존의필요성에대한공감, 디지털유산보존과활용방안에대한문제제기,

보존주체와보존대상에대한구체적연구의필요성등이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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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은 네트워크에 따른 국가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기능을 강

화하는등디지털시대에보다나은대국민서비스를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 국립중앙도

서관은 2008년디지털도서관건립이완료되면우리나라국가대표도서관의위상을더욱공

고히다지게될것이다. 

제3절 자료의등록

국립중앙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등록 절차

에 따라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고 있다. 자료 등록 업무는 자료가 수집되면 수집 자료를 납

본(또는 제공)·구입·수증·교환·기탁·자체 생산·관리 전환·장외 수입·수량 경정

등으로 수입 구분하며, 수집한 자료는 동양서·서양서·고서·아동 도서·비도서자료로

구분한후등록한다. 

등록원부 작성 및 등록번호 부여는 등록 구분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후‘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의기술목록에정한바에따라원부를작성한다.

등록번호는 등록 구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1책(점)을 1번호로,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0면 미만일지라도 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등록할수있도록하 다. 또등록원부에는반드시인장으로날인하도록하 다. 도

서관장등록부에 인수 자료의 등록 일자,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하고 내역란에 자료 종

류명과공급자명을기입한후각자료마다장서인, 등록번호인, 등록번호, 측인, 기증인등

을날인함으로써국립중앙도서관등록자료임을명시하도록하 다.

이와 같은 여러 방법에 의해 수집된 도서들은 정리의 첫 업무인 등록을 하 다.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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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분 기준]

등록 구분 기 준

동양서 본문의내용이로마자이외의문자로쓰여진자료

서양서 본문의내용이로마자로쓰여진자료

고서 1910년이전에간행또는필사된동장본과그이후자료로서형태가동장본인자료

아동도서 어린이의독서능력수준에맞는자료

비도서자료 책자형태이외의자료

비도서자료와도서가하나의복합자료로출판된경우

①물리적형태나내용상독립적이용이가능한비도서자료의형태물

②주된자료의판단이곤란한비도서자료를포함한복합자료

기타 딸림자료가있고이들을상호보완적으로이용해야하는자료는주된자료를판단하여처리한다.

creo




1945년 이전에채택하고있던등록방법인 1부 1등록제에의하여하다가 1963년에이르러

새로운도서관학의도입으로 1책 1등록제를채택하게되었다.

한편 동서·서서·고서를 각각 따로 등록하던 것을, 196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합하여

일련된등록번호로등록하는방법을채택하여등록하다가, 1967년 2월부터다시동서·서

서·고서를각각따로구분하여등록하여예전방식으로환원하 다.

제4절 자료의보존과관리

1. 자료보존연혁

국립중앙도서관의중요한책임과기능에속하는자료보존업무는 1945년 10월 15일 조

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인수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한 초기

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귀중본, 고문헌 등 부족한 장서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 다.

이후 1963년도서관법이제정됨에따라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법적지위와납본제도시

행을통한국가문헌의수집과보존기반이조성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자료보존업무는몇단계변화를거쳤다.

첫단계는 1945~1973년까지로조선총독부건물을인수받아부족한장서, 인력, 제도등

도서관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1945년 당시 국립도서관은 본관과 분관으로 구

분되었다. 본관은 1441평의 연와조건물로 192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분관은아현동에

대지 1318평, 서고 198평과 51평의부속건물로 1942년 12월에준공되었다. 

광복당시국립도서관장서는총 28만 4457책을보유했는데, 1960년말까지 5만 468책

이 늘어나 전체 장서수가 33만 4925책이 되었다. 이중 1950년대 전반기에는 6.25 전쟁으

로장서증가량이매우저조했다. 그 당시자료보존노력으로는직사광선차단및도난방

지를 위해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고 창문 바깥에 철문을 다는 정도 다. 서고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했으며, 여름철 습기 제거를 위해 제습 약품을 서고 내에 비치하 다. 또 좀

이나 개미 등 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나프탈린을 서가 사이에 비치하 다. 특히 소

공동건물은전기시설등이노후화되어‘국립중앙도서관자위소방단’과‘비상소집망’을구

성하여방화및소화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하 다.

훼손된 일반도서의 수선 작업 시에는 해충들이 서식하기 좋은 풀 대신 화학 약품으로 된

풀을사용해낙장및파손도서를수선하 으며, 연속간행물제본을위해자체제본실과시설

을갖추고전담인원2명을배치하여제본업무를수행하 다. 귀중자료의경우특별히포쇄1)

작업을 실시했는데, 햇빛으로 좀이나 해충을 소독하고 책장 내부까지 통풍시켜 냄새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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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을제거하여도서를보호하 다. 수선작업은오래되고이용률이높은자료중에서원

형을 보존하기 힘든 일부 자료를 한지로 포장해 수명을 연장시켰는데, 이는 오늘날 귀중본

수선·복원의 기초가 되었다. 또 연 2회에 걸쳐 D.D.T 수용액을 전체 서고에 살포하여 소

독하 다.

1969년 3월에는국립중앙도서관사무분장규정을제정하여열람과내서고관리및도서관

자료보존관리에관한일, 장서출납및점검에관한일, 마이크로필름복제·복사업무에관

한일, 수리제본, 제본실운 및제본통계에관한일등으로자료보존업무를시작했다.

이후 1974년에 남산 어린이회관 건물을 인수해 이전하면서 지하 수 장을 개조하여 서

고를 마련하 다. 지하 1층에는 기술과학, 지하 2층에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지하 3층에

는고서, 지하 4층에는구동서와조선문을소장하 다. 

소공동건물에비해장서관리와이용공간이확장되어좀더많은자료를보존할수있었

으나, 서고 환경은 환기와 온·습도 조절이 미흡하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등 열악하여 자

료보존에어려움이많았다.

1990년대에들어 150만책정도로자료가증가하는한편, 보존기간이길어짐에따라자

료 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새로운 보존 계획의 수립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1993년도 자

료보존전용공간을확보하기위해정부에보존서고동의신축예산을요구하게되었다. 그

후 1996년부터공사를시작해 2000년 8월자료보존관을완공함으로써자료를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 다. 

자료보존관이완공되자자료보존관및본관서고내에서의자료이동배가작업을실시하

다. 보존용과열람용으로소장자료를구분하여보존용은자료보존관에, 열람용은개가제

자료실에, 1부소장자료는본관서고에배가하여보존관리하면서이용에대비하 다. 또한

자료에대한배가관리는서지적, 물리적형태로자료를구분배가하고, 모빌렉단위로서가

의좌측상단에서하단으로배가(청구기호순)하는등자료관리에효율성을추구하 다.

2001년 12월에는자료의과학적보존을위해‘도서관자료보존환경분석에관한연구’

용역사업을하 다. 이는국가문헌보존에대한기초조사라는점에서의미가큰것이었다. 

이와더불어자료보존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해2002년 1월에보존전

문원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 다. 또 2003년에는 자료

보존관에‘자료보존실’을신설했다. 자료보존실에는자료의보존처리를위해수선·복원실,

훈증소독실, 마이크로필름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등4개실이설치·운 되고있다.

2. 서고

가. 본관서고

1988년 5월 서초구 반포동에새 도서관 건물이 완공됨에따라 환기 조절이 가능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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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관

자료 보존을 위한 폭서 점검



서고와각층별자료실로연결된서고가본관동에마련되었다. 지하 1층서고는제1서고~제

4서고와적층서고로구분하여폐가자료를보존·관리운 하고있다. 2000년도에복본이

있는원본자료를자료보존관으로이전배가하 으며, 동년 12월에는주제별자료실의비치

자료등 1995년도이전발간자료를모두본관지하서고로이전배가하 다. 이후매년자

료이동배가작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자료의 보존 환경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습도계를설치해온·습도를점검하고있다.

‘본관서고’의소장장서현황은2004년 12월말현재 180만 4994책이다. 

나. 자료보존관

2000년 7월 20일에완공된자료보존관은자료의원본을 구보존용으로보관하는서고

로 귀중서고, 고서고, 일반도서서고, 비도서서고로 구분되어 서고별로 각 해당 과에서 관

리·운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하 4층에는 귀중본과 고서, 지하 1~3층은 일반도서, 지

상 2층은 비도서자료를 배치한다는 계획하에, 2000년 7월부터 본관 서고에 소장하고 있던

보존자료를각서고별로이전하기시작해11월까지 117만책을자료보존관으로이전하 다. 

‘자료보존관서고’는서고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최대의수장공간활용을위해자료이

동및압축배가작업을실시하고있다. 또 자료의최적보존환경을유지하고자료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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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서고 현황]
(2004년 12월 말)

층 별 비치 자료 비치 자료수 면적 관리 부서
(책·점) (㎡)

제1,2서고
동양서복본

(1945~1997년 출판 자료) 
562,700 4,030

지하 1층
제3서고

서양서 주제정보과

(1946~1988년 출판 자료)
130,188 970

서고자료신청대

제4서고 서양서

(1989~2000년 출판 자료)
137,722 545

지상 3~5층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375,817 4,860

서고 정책자료과

지상 3층 정부간행물
정부간행물 263,536 485

연속·정부간행물실

서고

지상 5층 디지털자료실서고 비도서자료 218,994 528
정보화담당관실

디지털자료실

지상 6층 고서고 동장본 고서 62,838 1,627
자료기획과

고전운 실

지상 7층 신문 서고 신문 자료 53,199 3,196
정책자료과

신문자료실

총 계 1,804,994 16,241

creo




예방하기위해서고내항온·항습유지와미생물, 유해가스측정등을주기적으로검사하

고매년 2회에걸쳐소독을실시해미생물과해충에의한자료훼손을예방하고있다. 이와

함께도서관에수집·정리된자료중원본 1부를보존용으로정해매일일반도서 600여책

의신입자료를배가하고있으며, 비도서등연간 15만여책을입수해보존하고있다. 자료

보존관서고의보존장서현황은2004년 12월말을기준으로총245만 7113책이다.

1) 귀중서고

자료보존관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중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고서 귀중본 서

고로, 중층은일반서귀중본서고로사용되며총수장량은 1만 책이다. 1층에는잣나무집

성목으로 제작한 목재 서장 88조, 고지도 보관함 9조, 병풍류 보관함 6조가 있으며, 중층

에는 신문 진열장 20조와 잣나무 집성목으로 제작한 목재 서장 71조, 서랍장 8조가 설치

되어있다. 

귀중서고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귀중본을 수장하는 서고로 자료 보존을 위한 특장

설비를갖추고있으며, 외부의환경오염인자를차단하고습도를조절하는기능을가진조

습판넬(천장, 벽)과너도밤나무(바닥) 시공을국내도서관에서는최초로도입하 다. 또서

고 4면에공기층을두어외부로부터의급격한기온변화를차단할수있도록했고, 서고전

체를완전 폐하여훈증소독이가능하도록특수문으로시공했다.  

2001년도에 귀중서고에는 고서, 잡지, 신문, 액자 등 총 5829책(점)이 수장되었고,

2002년도에는 총 5864점이 소장되었다. 2003년도 말에는 총 5883점(고서 3909책)이 소

장되었는데, 이중고서귀중본은 3143책, 반환문화재는 766책이었다. 2004년도말에는고

서, 잡지, 신문, 액자등총 5911점이소장되었다.

2) 고서고

자료보존관 지하 4층에 위치한 고서고는 16만 6618㎡(504.02평)의 면적에 잣나무 집성

목으로 제작한 목재 서가 303조와 권자본 서가 3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장량은 30만

책이다. 2001년도 말의 소장 책수는 5만 1516책이었고, 2002년도 말에는 6만 215책,

2003년도에는 6만 1956책, 2004년도말에는 19만 5590책이소장되었다.

3) 일반도서서고

자료보존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은 일반도서서고로 모빌렉 서가가 설치되어 있다. 도

서 1, 1-1, 2, 3서고로나뉘어관리되며총수장능력은약 293만 책이다. ‘도서1서고’에는

조선문, 구동서, 구양서를 비롯하여 KDCP 자료와 아동 도서 등을, ‘도서1-1서고’에는 교

과서를 수장하고 있다. ‘도서2서고’에는 동양서·정부간행물·석·박사 학위논문의 2000

년도 이전 출판 자료와 국내(납본) 서양서, 악보, 지도, 점자 자료 등을 수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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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3서고’에는 동양서·정부간행물·석·박사 학위논문·아동 도서·아동 만화·일반

만화의 2001년도 이후 출판 자료 원본을 수장하고 있다. 일반도서서고의 관리는 자료보존

실에서담당하고있으며, 2004년 12월말을기준으로총 199만 8759책을소장하고있다.

4) 비도서서고

자료보존관 2층에위치한비도서서고는비도서자료의 구보존을위하여온도 17±2℃,

습도 40±5%를유지하고있으며, 서가길이 23㎞에총수장능력은약 107만점이다. 

2000년도에는‘비도서1’서고에 카세트테이프, ‘비도서2’서고에 비디오테이프와 각종

CD, 음반, 슬라이드 등 자료의 원본 14만 3825점을 보존하 다. 2001년도에는 슬라이드

등 자료의 원본 14만 9840점을 보존했으며, 2002년도에는‘비도서1’서고에 카세트테이

프, ‘비도서2’서고에 비디오테이프, 각종 CD 음반, 슬라이드 자료 등의 원본 15만 684점

을 보존했다. 2003년도에는 22만 4407점의 자료가 소장되었고, 2004년도 말에는 25만

6853점의자료가소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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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관 서고 현황]
(2004년 12월 말)

층 별 비 치 자 료 비치 자료수 면적 관리 부서
(책·점) (㎡)

지상 2층 비도서1서고 CD-ROM, VT, LD 등 256,853  2,192 
정보화담당관실

디지털자료실

도서1서고 1945년 이전 자료 155,325

동양서 원본(KDCP) 103,106

정부간행물(KDCP) 24,194
주제정보과

지하 1층 아동 도서 원본, 복본 185,268 1,888 
자료보존실

(단행,연속,만화,학습서등)

아동 서양서 1,391

도서1-1서고 교과서 원본, 복본 59,531

도서2서고 동양서 원본(KDC) 423,034

(2000년 이전 정부간행물 원본(KDC) 56,431 주제정보과

지하 2층 등록 자료) 석사 학위논문 305,014 2,225 자료보존실

박사 학위논문 57,391

비도서(악보, 지도, 점자 등) 48,259

국내 서양서 원본 7,135

동양서 원본(KDC) 158,577

정부간행물 원본(KDC) 26,467

지하 3층 도서3서고 석사 학위논문 198,002 1,562 주제정보과

(2001년 이후 박사 학위논문 23,270 자료보존실

등록 자료) 아동 도서 원본·복본 89,500

아동 만화 24,320

일반 만화 52,544

고 서 동장본 고서 195,590 1,666
자료기획과

고전운 실

동장본 고서 귀중본
3,937 365

자료기획과

지하 4층 귀중서고 (장서 제외) 고전운 실

동·서양서 귀중본
1,974 193 

주제정보과

(장서 제외) 서고자료신청대

총 계 2,457,113 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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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보존처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 업무는 납본 제도를 통하여 수집한 국가 전적 문화 유산을

보존하여후대에전승한다는국가적책무에서비롯되었다. 자료보존은국가문헌의과학적

보존을 통한 기록 문화 유산의 계승과 자료 보존 전문가 양성, 보존 시설이 완비된 자료보

존센터의설립, 국내외도서관과의정보·기술교류를통한협력증진및기록문화유산의

공동보존추구를목적으로추진되어왔다.

이에자료의 구적보존을위해국립중앙도서관은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본관건물

서고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서고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일체의 화기 반입을 금하 고, 전기

시설 노후화로 누전의 위험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배전 시설도 수시로 점검하 다. 또 소화

기구를서고곳곳에배치하고, 1969년도에는 2차에걸친방화및소화훈련을시행해화재

에 대한 경각심을 높 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자위소방단’과‘비상소집망’을 완비해 비상

사태에대비한만반의준비를갖추었다. 

이와함께해충및미생물로인한훼손을예방하기위해정기적인서고소독을실시하

으며, 예로부터내려오는자료보존방법인포쇄작업을실시하여자료가 구히보존될수

있도록 하 다. 서고 내에는 창가마다 차단 커튼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방지하고, 온·습도

계를 설치하여 적절한 온·습도를 점검하 으며, 여름 장마철에는 제습제를 서가 곳곳에

설치해 습기를 제거하 다. 1994년도에는 보다 적절한 온·습도 조절을 위하여 항온·항

습기를서고내에설치하 으며, 1996년도에는귀중본등소장고서의보존관리를강화하

기위해포갑 1023갑, 배접 6581장, 인 1300책의사업을실시하 다. 

자료보존관에는 전문 항온·항습 시설을 갖추고 인쇄 자료의 경우 온도 20±2℃, 습도

50±5%에서, 비도서자료의 경우 온도 17±2℃, 습도 40±5%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문화

재급귀중자료는조습판넬, 결로방지, 가스식소화시설등의중요설비를갖춘귀중서고

에보존하고있다.

2001년도에는자료보존관에훈증소독실등을설치하고자료보존환경기반을조성하고

자 관련 단체에 연구 용역을 제안하 다. 연구 기관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선정되어

2001년 5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8개월 동안‘자료 보존 환경 분석’을 실시하 다.

이 연구는국립중앙도서관의자료보존에관한종합계획과세부계획지침을수립하기위

한기초자료를마련하여국가문헌의 구보존과자료보존체계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

것이었다. 

이에따라연구내용과방법으로이론적연구,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환경의현황분

석,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환경의이상적인모델제시, 중·장기발전계획(안) 등을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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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중자료및고서보존처리

포갑(包匣)은 마모와 먼지에 의해 고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책 보호대)

을만들어씌우는보존처리로서국립중앙도서관은전체고서를대상으로연차적인사업을

추진하고있다. 

2000년에는 2000갑(1831종 4427책), 2001년에는 2512갑(2045종 5962책), 2002년에

는 2619갑(1856종 6742책), 2003년에는 2579갑(2139종 5022책), 2004년에는 2709갑

(1949종 5566책)을제작하여총 5만 7112책의포갑을완료했다.

배접(褙接)은 이미 훼손된 자료를 복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서 수선·복원 방법

중의하나이다.

배접 추진 실적은 2000년에 2787장(43종 61책), 2001년에 4947장(77종 111책), 2002

년에 4106장(74종 99책), 2003년에 3006장(66종 120책), 2004년에 5566장(63종 178책)

으로총대상자료약 1만 1088책(고서원본의 5%) 중 2034책(18.7%)을완료했다.

또귀중자료의물리적손상방지및보존성제고를목적으로하는보존상자및홀더제

작은귀중본및딱지본을대상으로하 다.

2000년도에는 보존 상자 812점과 홀더 688점을 제작하여 약 1500책을 보존했으며,

2001년도에는 보존 신문과 조선문 자료를 위한 보존 상자 2000점을 제작하 다. 일반서

보존 상자 외에 2002년도에도 롤지도 보존용 오동나무 보존 상자 90점과 신문 자료 보존

용 중성지 보존 상자 1900점을 제작하여 활용하 다. ‘서울특별시전도’등 롤지도 보존을

위한오동나무보존상자는중성제접착제를사용하고, 주먹장식맞춤방법을이음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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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중형과 대형 두 종류로 제작하 다. 또‘매일신보’등 신문 자료 보존을 위한 중성

지 보존 상자는 골판지에 중성지를 중성 풀로 붙여 상자의 강도를 높이고, 면끈으로 묶어

상자가풀어지거나훼손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하 으며신문의크기에따라두종류

로제작하 다.

2003년도에는 귀중 자료의 물리적 훼손 방지 및 보존성 제고를 위해 신문 자료 보존용

중성지보존상자 800점을제작해활용하 다. ‘경향신문’등 1984년도이전신문자료보

존을 위한 중성지 보존 상자는 중성지(합지)에 중성 풀을 붙여 상자의 강도를 높이고 면끈

으로묶는방식과함께신문자료의제본두께에따라보관할수있도록제작하 다. 2004

년도에는신문자료보존용중성지보존상자 1570점(5종) 및 교과서·조선문보존용폴더

2500점(3종)을제작, 활용하 다.

나. 수선·복원실운

2002년도에자료보존관지상 2층에약 42평(139.5m2) 규모의수선·복원실을설치하여

전문보존처리장비를활용하여국가문헌을과학적으로수선·복원하기에심혈을기울 다.

수선·복원실은대형작업대, 조습처리기, 전자현미경등 30여 종의전문장비와배접

지, 탈산 처리 약품, 수선·복원용 재료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료보존담당 2명

등전문인력이보존용으로분류된자료들중대상자료를선정해상태점검을하여 1·2·

3등급으로구분하고 있다. 1등급은 자료의 외형 및 내부가 온전한 상태를, 2등급은 제본이

나 속지 중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황변화가 진행된 자료를, 3등급은 자료의 제본과

속지의 훼손이 심각하여 수선·복원이 시급히 필요한 자료를 일컫는다. 자료의 상태 구분

후각자료는등급별로가장적합한수선·복원방법을결정하여복원처리한다. 

2004년도에는 수선·복원실의 설치·운 과 관련하여 고온 가습 장치, 형광 물질 검사

기등전문장비를구입해자료상태점검, 건식세척및먼지제거, 귀중자료복원처리등

보존처리작업을전문인력과장비를활용해실시하며과학적인자료보존을위해노력하

다. 또한 기계식 배접 장비(Leaf-casting), 종이 수분 측정기, 유해 가스 측정기, 천연

훈증 소독 장비 등 10여 종의 전문 장비를 갖추어 보다 체계적인 자료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다. 

다. 자료훈증소독실운

2002년 3월부터 국가문헌의 구 보존 및 최적의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료훈증소

독실을운 하고있다.

훈증소독작업은소독작업담당자와관리자의인체안전성과자료자체의재질안전성

을확보한상태에서실시해야한다. 이에따라자료보존관내훈증소독실의작업환경, 인체

및자료안전성확보를위한약품배기, 훈증용카트리지및안전장치를철저히점검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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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다. 특히 소독약제는 인체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 친환경 소독 체계인‘진공+질

소+식물성천연향균약제’를선정하여, 2002년말까지4만 6035권의소독을완료하 다.

자료훈증소독작업은가장먼저 1945년 이전한국관련자료인조선문(朝鮮門)을 대상

자료로선정해, 1회 32시간약품투입과 60회배기를실시하며회당 750~850권을처리해

연간약6만여권의자료를훈증소독처리했다.

2003년도에는훈증소독처리대상으로정부간행물‘한국도서관통계’등을선정하여총

74회, 6만 974책을 훈증 소독 처리하 다. 아울러 소장 자료의 급증과 더불어 1회 24시간

소독 처리와 천연 약제를 사용하는 천연 자료 소독 장비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업무를 효

과적으로수행하게되었다. 

2004년도에는소장자료에대한원본훼손예방과 구보존을위해자료소독장비 2대

를운 해곰팡이, 세균, 해충등의살균, 살충을실시함으로써더많은자료의보존수명을

연장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2대의훈증소독기기로 1945년이전자료인구동서‘지

리학’등의 자료를 매회 800~1000권씩 소독해 2004년 말 기준으로총 103회, 12만 4381

책을훈증소독처리하 다.

라. 서고의소독

최적의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서고 내 유해 미생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서고의소독작업을주기적으로실시하 다.

2002년도에는임시휴관일인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본관각층서고와자료보존관

서고내 1만 8809.95㎡에살충, 살균, 구서(驅鼠) 작업을실시하 다. 이때원격자동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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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작업자와 서고 근무자의 인체에 안전한 천연 살균·살충제를

100μ이하의입상입자크기로희석해서분무하여단시간내에서고공간전체에완벽한살

균·살충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쥐의 기호 식품에 살서제를 혼합해 유인한 뒤

식독(食毒) 작용으로치사시키는구서작업도병행실시하 다. 

2003년도에는 5월 2일부터 5일,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3일씩 2회에 걸쳐 살충·

살균·구서 작업을 실시하 다. 소독 범위는 본관 서고 및 자료보존관, 서고 내 부대 시설

등2만 2002㎡에이르 다. 

또 2004년도에는 4월 24일부터 26일,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씩 2회에걸쳐본관

각층서고, 자료보존관서고내에서살충·살균·구서작업을실시하 다.

마. 마이크로필름보존처리실운

마이크로필름 자료는 원본 자료를 보호하고 열람 및 대출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보존 매체로서 매우 유용한 형태의 자료이다. 그러나 장기간 보존에 따른 막면 부착,

유해가스발생, 화상탈착등훼손상태가발생할수있어주기적인상태점검과보존처리

가필요하다. 

2002년도에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중 조선문, 딱지본, 구양서(한국 관련 자료) 등

1943롤에대하여보존처리를실시하 다. 2003년도에는소장마이크로필름자료중 1996

년도이전신문마이크로필름자료 1959롤에대하여필름막면수세, 경막보호처리등보

존 처리를 하 다. 또한 마이크로피쉬 자료 중 미국 정부간행물(GPO)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각각의 피쉬 막면 화상 점검 및 이물질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막면 부착 예방

을위한중성간지삽입, 막면세척, 경막보호약품처리후중성봉투에 12만 1646점을보

존 처리하 다. 또 보다 체계적인 마이크로필름의 수집, 생산, 열람,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

관 2층에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실을 설치해 마이크로필름 촬 기, 현상기, 수세기, 복제

기, 되감기, 판독기, 농도측정기등의전문장비를설치하 다.

이후 2004년도부터본격적으로소장마이크로필름의상태점검후주기적인수세및되

감기작업을실시하여 1996년도이전신문마이크로필름자료(조선일보등) 2279롤을보존

처리하 다. 또한마이크로필름촬 이안된신문자료중훼손상태가심각하여자체제작

이요구되는신문들의상태를점검하고수선·복원작업을거쳐안전한상태에서마이크로

필름으로촬 하 다. 

바. 최적보존환경유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도에 자료보존관 및 본관 서고 내 16곳에 자기 온·습도 기록

계 16대와 디지털 온·습도계 1대를 구입, 설치하여 자료 보존에 적합한 온도(20±2℃)와

습도(50±5%) 유지에이상이없도록하 다. 이를위해서고별로매주온·습도기록용지



를교체하고통제실온·습도기록과비교체크하며이상유무를점검하 다. 

2004년 5월에는국가문헌의종합적인보존관리시스템운 과소장자료의과학적인보

존처리및기능을강화하기위한‘자료보존처리종합추진계획’이수립되었다. 이계획은

동양서, 서양서, 고서, 비도서등을대상으로하여소장자료의지속적인보존처리(훈증소

독, 수선복원, M/F 제작등), 보존처리기술축적및체계화, 훼손예방차원의기계식대량

보존처리장비보강, 자료보존기술보급및위탁처리, 민·관협조체제구축및기술지

원등을중점추진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장기자료보존처리종합추진계획을토대로더

욱체계적인도서관장서보존처리시스템을가동하고향후사업추진에활용해나갔다.

또국립중앙도서관은2004년도에물리·화학적으로열화된신문자료를보존하고더이

상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배접 장비를 이용한 신문 자료 보존 처리 방법을 연구

개발하 다. 이 연구에 따라 원본 신문과 유사한 종이 섬유를 이용해 기계식 배접 처리를

함으로써물리적강도증가와탈산처리로보존수명을연장할수있었다. 또 기존제본방

법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구보존신문은제본하지않고보존상자에보관하는새로

운 보존 방법을 제시해 자료의 보존뿐 아니라 대체매체로의 변환도 편리하게 했다. 이밖에

원본 자료의 계속적인 이용과 산성화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는 자료는 매체변환을 해서 활

용함으로써 원본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자료는 수리 복원 및 충해 방지를 위한 훈

증 소독을 실시하 다. 또한 소장 자료의 산성화를 막는 탈산처리시스템 관련 장비를 도입

하고 자료 특성에 따라 처리 시간, 단계별 산성화 예방 처리 절차를 실험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인대량탈산처리를실시하 다.

4. 귀중본관리

개관 초기에 귀중본 자료를 일반서고에서 분리하여 별도 서고의 서장에 자물쇠를 채워

보존하는것으로관리해왔다. 또한일반직원의출입을제한하고열람할필요가있을때에

는 관계 직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출입하도록 했으며,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반출

계획을수립하여보존과관리에만전을기해왔다.  

아울러 귀중본의 이용에 따른 훼손 방지를 위하여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추진하여 1969

년에‘마이크로’기계일부를도입해서귀중자료 10여 종을촬 하 다. 이후귀중본에대

해 지속적으로 마이크로필름 촬 을 하 고 복사본을 제작하여 원본 열람에 따르는 자료

훼손을방지하고자노력하 다. 이와함께 1997년부터원문DB 제작을추진하 고인터넷

을통해이용자에게서비스함으로써자료이용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귀중자료취급규정에의해고서위원회의심의를거쳐귀중본을지정

하고 있는데 자료보존관의 준공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귀중본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편 지하 4층 구조의자료보존관에결로(結露) 현상이빚어질수있어폭 1.5m의 풍도를개

설하고 강제 환기 시설을 시공하는 한편 자동 감압식 훈증 장치를 설치하 다. 이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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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키본 가스식 훈증 설비로 1회(24∼48시간 소요)당 약 1000책의 훈증 소독이 가능하다.

그밖에무인관리시스템을도입해최대한출입을제한하고있다. 

특히지하 4층귀중서고는국가지정문화재를포함한귀중본을수장하는서고로, 다른서

고와달리바닥과벽체에외부의환경오염인자를차단하고습도를조절하는기능을가진

조습 판넬과 너도밤나무 바닥재를 국내 도서관 최초로 도입하 다. 또 서고 4면에 공기층

을 두어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 서고 전체를 완전 폐

하여훈증소독을할수있도록특수문을시공하 다. 

아울러매분기별로보유귀중자료의이상유무를점검하여그결과를관장에게보고하

도록 하 다. 귀중본 이용은 매체 변환 자료(마이크로필름, 인본)를 활용하고 원본에 대

한 열람 및 사진 촬 은 연구 목적에 한하여‘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취급규정’제12조에

의거해허가하고있다.

5. 원본자료매체변환

원본자료의 구보존과효율적인이용서비스를위해원본매체변환으로 인복사(인

쇄 자료),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등 원본 매체 변환을 하고 있다. 원본 자료의 매체 변환

대상자료는인쇄자료를대상으로하여자료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귀중자료와희귀

자료, 소장자료가 1부만있는경우와자료가심하게훼손되어이용하기불가능한자료들을

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가. 인복사

국립중앙도서관은일반도서의경우복본이없는자료를 인본으로제작하여원본의보

존은물론이용편의를제공했으며, 고서의경우이용에의한훼손을방지하고원본을 구

보존하기위해 인본을제작하 다. 

1992년도 이전에는 귀중본 등 극히 일부 자료에만 시행하 으나, 1993년부터 귀중본뿐

만 아니라 이용률이 높은 자료와 원본의 상태가 불량한 자료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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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본 지정 현황]  
(2004년 말 기준)

구 분 종 수 책 수

고서 867종 3171책

연속간행물 220종 706책

신문 75종 673책

서양서 136종 173책

동양서 333종 422책

합 계 1,631종 5,14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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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에는 일반도서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1부만 소장되어 있는 정부간행물

과고서를대상자료로하여 인제작하 다. 이에따라 2000년도에는정부간행물 800책

과고서 4051책(총 2만 574책)을 인제작하 다. 또 2001년도에는정부간행물‘통발자

동 탈락기 개발’등 1741책과 고서 4239책(총 2만 4813책)을 인 제작하 으며, 2002년

도에는 정부간행물‘건설통계백서’등 865책과 고서 3995책(총 2만 8808책)을 인 제작

하 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건설기술백서’등 1650책과 고서 중 신규 지정 귀중본 및

족보 4142책(총 3만 2950책)을 인 제작하 으며, 2004년도에는‘청소년백서’등 2500

책과신규지정귀중본및족보등고서664책(총 3만 3614책)을 인제작하 다.

나. 마이크로필름제작

원본 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은 원본 자료의 정보 내용을 사진 필름에 축소 촬 하여

대체 열람하게 함으로써 원본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여 보존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갖

고 있다. 또한 원본보다 보존 공간이 적고 마이크로필름의 재질상 안정성과 보존성이 인정

되어도서관및기록관에서많이사용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1968년에마이크로필름기기를도입해서 1969년에귀중자료 10

여 종을 촬 제작한 이후 매년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고 있다. 단행본 자료는 귀중본과

1945년도 이전 인쇄 자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 자료는

1983년도이전인쇄자료를대상으로학술지, 전문지, 교양지순으로제작하고있다. 또고

서는 귀중본이나 이용률이 높아 훼손 우려가 많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외부 용역을

통해마이크로필름으로제작하고있다. 

특히 자료보존관 내 지상 2층에 설치된 마이크로필름보존처리실에서는 소장 자료 중 귀

중본및오래된신문자료의촬 ·현상및수선·복원을마친자료중원본이용이불가능

한 자료의 촬 ·현상과 소장 마이크로필름 중 상태가 안 좋은 자료의 재촬 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람용으로 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소장 마이크로필름과 마이크로피쉬 자료의 보

존을위한주기적인세척과되감기를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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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 제작 현황]

구분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 2,050 800 1,741 865 1,650 2,500

고서 16,523 4,051 4,239 3,995 4,142 664

합계 18,573 20,574 24,813 28,808 32,950 33,614

creo




다. 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

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의일환으로시작된고서원문 DB화는원본의훼손방지를도

모하고, 공중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격지에서도고서원문을직접열람할수있도록했

다. 또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가 자료를 구적으로 보존·전승하고 인터넷

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문헌 자료 중심의 서비스로 정보화에 뒤쳐진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한이용서비스상황을개선시켰다. 

1997년부터 귀중본을 중심으로 원문 DB를 구축하 으며, 1999년까지 한국본 고서 6만

6000책에 대한 원문 DB 구축을 완료하 다. 2001년도에는 도서관 정보화 원문 DB 구축

사업으로 1017책을 추가로구축하고, 2002년도에는 귀중본 중 1945년 이전연속간행물을

대상으로 3036책 17만 9000면을 구축했으며, 2003년도에는 한국소설가협회가 선정하고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학 100년 대표 소설 원문 정보 DB 654책 20만 3873면을 구축하

다. 또한 1945년도이전에발간된자료중유일본 2만 1000책 826만 167면을추가로구축

하 다.

2004년도에는귀중본및한국고서2만 3987책 353만 5315면, 한국고문서 5576면, 고

지도 2262면을 컬러로 구축하여 국가전자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 다. 

특히고지도데이터베이스는지명에대한색인작성및지도의위치에대한링크정보를

구축하여이용서비스의효율성을극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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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제작 현황]

제작년도 자료 구분 책수 크기 롤수

1998 연속간행물 285 16mm 146

1999 연속간행물 2,467 16mm 1,106

연속간행물 2,368 16mm 1,702 

2000 신문 201 35mm 172

고서(외국 고서) 475 35mm 48

2001
연속간행물 3,051 16mm 5,316

고서(외국 고서) 427 35mm 46

연속간행물 1,316 16mm 974

2002 신문 509 35mm 726

고서 - - -

연속간행물 1,954 16mm 1,198

2003 고서(고문서) 15,000(장) 35mm 45

고서(일본 고서) 1,809 35mm 129

2004
연속간행물 1,802 16mm 1,020

고서 1,606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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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보존연수

국립중앙도서관은사서직의전문성향상을위한전문분야교육및해외연수등을실시

하고있다.

1997년도에는 인도 뉴델리 기록보존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이수은 사서가 참가하여

여러가지 보존 관련 연수 과정 중‘Care and Conservation of Books, Manuscripts

and Archives(도서, 필사본, 문서의 관리 및 보존)’과정을 선택해 7, 8월에 8주간의 교육

을 받았다.

1999년도에는 국가문헌 보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료 보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에 연수단을 파견하 다. 연수단의 이수은·

선명순·윤경환 사서가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동경도립중앙도서관, 동경도사진

미술관, 일교(一橋)대학부속도서관등일본내자료보존관련기관을방문하여서고의자

료 보존 시설과 자료의 보존 및 수복 방법, 원본 자료의 매체 변환, 자료 보존을 위한 국내

외협력현황등을견학하고돌아왔다. 또연수단은연수기간중일본문화협회주체로개최

된 제1회 일본도서관 박람회를 참관하고‘열화 자료의 대량 탈산 관련 세미나’및 (일본)한

자료연구회가 주최한 한·일 도서관 협력에 관한 세미나에도 참석하 다. 이 연수에서

얻게 된 경험은 2000년도 말 완공될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동의 보존 환경 시설 설비

에적용하 다.

2002년도부터는 선진 도서관의 자료 보존 방법 및 복원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실무자 중심의 현장 실습을 겸한 해외 연수 및 견학은 사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의식을개선하는등전문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이에따라 2002년도부터일본및중국국가대표도서관과아시아지역의자료보존기술

및정보교환을하기위해지속적인교류를하 다. 2002년도에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

까지 중국 연수팀(10월 14일~21일)과 일본 연수팀(10월 28일~11월 4일)으로 나누어 자료

보존 연수를 시행하 다. 중국 연수팀은 중국 국가도서관 선본부(善本部)에서 보존 기술자

들과 두루마리 자료 복원 실습과 복원용 풀 제조, 리프캐스팅 작업에 의한 손실 자료 복원

실습에 관한 연수를 했다. 일본 연수팀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보존과에서 양장 제본 자료

의보존방침및가죽제본, 일본고서의수선과복원등의실습과리프캐스팅작업의처리

방법을연수하 다. 또한귀중서고의자료관리및 2002년개관한일본국회도서관관서관

의 자동 서고 관리 등 시설 설비를 견학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는 코닥이미지센터도

방문하 다.

2003년도해외연수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7박 8일간일본에서 8명을 3개조로

편성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A조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보존과에서 양장 제본 자료의

보존 방침 및 가죽 제본, 일본 고서의 수선·복원 등 실습과 리프캐스팅 작업의 처리 방법

을시연하 다. B조는귀중본자료를마이크로필름으로제작한후디지털이미지화하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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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름이미지센터를 방문하여 촬 실습과 제작 과정을 견학하 다. C조는 자료제공부에

서 자료실, 서고 현황 및 이용자 서비스 기획 등의 내용을 연수하 으며, 연수 기간 동안 궁

내청, 국립공문서관과관서관의자동서고관리및시설을견학하 다. 

또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주관으로 2003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제15회 보존

포럼과 보존 기술 토론회’에 이귀복 사무관이 참석하여 보존 기술 토론 및 보존 기술 협력

방안에대한의견을나누고정보교환을하 다. 이와함께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행정자

치부에서 실시한 선진 기록물 관리 정책 연구 국외 연수에 이신호 사서가 참석해 독일, 노

르웨이, 국등 3개국의보존시설및운 실태에대한업무연수를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보존 관련 기관 연수를 실시해 보존 처리 업무 능력 향상과 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도서관의 보존 시설 및 운 실태를 눈으로 보고 익힘으로써 보존 전문 인

력을양성해왔다.

이를위해 2002년도에는자료보존을위한국내보존관련기관현장견학을 2회에걸쳐

실시했다. 11월 25일 신인용 열람봉사과장 등 32명의 직원은 종이 생산 공장인 한솔제지

공장과 팬아시아종이박물관(구 한솔종이박물관)을 견학하 으며, 6월 24일에는 36명의 직

원이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하 다. 국내 보존 관련 기관의 현장 견학은 국내 유일의 종이

박물관에 설치 운 중인‘한지재현관’과 첨단 시설을 갖춘 수장고의 보존 설비 시스템을 견

학하고 종이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자료 보존 처리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기위해관련직원을중심으로실시하 다. 

또 200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가평 소재‘장지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 한지

제작 실습을 했다. 직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전통 한지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

인할수있었다.

2004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국

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3개국의 자료 보존 전문가를 초청해 자료 보존 처리

기술및관리전문화방안을논의하는‘한·중·일자료보존세미나’를개최하 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국가도서관의 자료 보존 담당자 2명,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자료 보존

담당자 2명이 초청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대학 및 공공도서관, 국가기

록원 등 기록 및 문화 유산 관련 144개 기관에서 197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자료 보존 현황

과기술을소개하고향후3개국의보존협력방안에관하여토론하 다. 

한·중·일 3개국 자료 보존 세미나는 국내 도서관계에 자료 보존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제공하 을뿐아니라다른나라의보존기술을습득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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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료조직

1. 자료조직의변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외 자료를 널리 수집·보관함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관리

하고 조직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정

리하여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의자료정리방법은대체로다음세단계를거쳐변모해왔다고볼수있

다. 그 첫째는 국립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 시대(1923~1945년)이고, 둘째는 해

방 이후 국립도서관 시대(1945~1963년 10월)이며, 셋째는 1963년 10월 이후 현재에 이르

는국립중앙도서관시대라고할수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시대의 경우 자료를 조직하기 위해 세 개의 분류표를 이용하 으며,

목록도 1932년도를 기준으로 화한도서목록편찬규칙(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과 화한서목록

법(和漢書目錄法)(안) 등을이용하여자료를정리하 다.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 발족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방향

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도서의 분류나 목록의 방법이 모두 식민지 도서관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해방 후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먼저 새로운 분류법과 목록법의 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관 직후 국립도서관의 부관장으로 재직했던 박봉석 선생 등은

도서의분류와목록분야의기초를닦는데크게기여했다.

특히 1958년도는 자료의 정리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룩한 해 다. 해방 이전에 정리되었

던 도서의 카드를 전부 재작성하고 배열에 있어서도 일본어 가나(カナ)순이던 것을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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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알파벳순으로배열하기시작하 다.

1960년대에들어와서도많은변모를보 다. 1963년 10월에도서관법이공포되어‘국립

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1967년 1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가 공포되어 5과 1분관

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임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목록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66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 간행의‘한국목록규칙’(1964년)

을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서명 주기입의 목록법에서 저자명 주기입으로 전환

하며, 종전의 복잡한 목록의 종류를 통합 정비하여 보다 간편한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 따

라서저자명표목을기본으로한유니트카드식목록작성도이때부터시작되었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도서관 자료 정리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립중

앙도서관도 1980년도부터 자료 정리 업무의 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계 가독형

목록규칙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등 자료 유형별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

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은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되어 전국 도서관에서 목록 데이터 구축

의표준포맷으로적용되고있다.

2. 분류업무의변천

가. 분류법의변천

해방 이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제가 한국 통치에 필요했던 조선인에 대한 사상의 선도

라는 지상 목표에 입각해서 만들어 낸 분류표와 목록법에 의하여 도서를 정리하 다. 따라

서 모든 목록은 일본어순에 따라 배열되었다. 국립도서관은 개관 직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동안 사용해 온 일본 분류표에 따라 도서를 정리하여 이용에 제공하 으나 하루빨리 새로

운 분류표를 확정해야만 했다. 한 나라의 국립도서관으로서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사상 선

도를목적으로만들어사용한분류표와같은정리도구를계속사용할수는없는일이었다.

새로운 분류표는 국립도서관이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봉석 부관장의 주도로 만들

어졌다. 1946년 1월 말에 초안이 완료되었고, 1946년 2월을 전후하여 이 분류표에 따라 새

로 등록된 도서를 정리하기 시작하 으니 개관한 지 세 달을 넘기면서부터 다. 처음에는

‘동서도서분류표’라고제목을정하 으며, 1946년 4월개강한국립도서관학교의교재로사

용하 다. 1947년 5월에 당시의 조선도서관협회는 초안을 수정하여 만들어진 분류표를 전

국통일분류표로 인정하 고, 국립도서관은 1947년 10월에‘조선십진분류표’라고 개제(改

題)하여발행하 다.

이 분류표는 1947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국판 126페이지

로 초판을 발행하 다. 6.25 전쟁으로 절판이 되자 국립도서관은‘한국십진분류표’라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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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바꾸어 1954년 9월등사인쇄로재판을발행하 다.

장서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동양서와 고서는 1946년 2월부터 박봉석 선생의 한국십진분

류표(KDCP)로 분류하 고, 서양서는 1946년 10월 20일부터 듀이십진분류법 제14판에 의

하여 분류하 다. 도서기호에 있어서도 동양서에 대해서는 분류기호가 배정된 동일 분류

내에서 수입순으로 기호화하 고, 서양서에 대해서는 카터센본저자기호표 3판(Cutter

Sanborn Three Fiqure Author Table)을사용하 다.

박봉석 편 한국십진분류표와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이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국립중

앙도서관은수집된자료의정리보존및그활동을효율화하기위하여 1973년 3월대도서관

용 분류표의 제정 계획을 수립하 다. 당시 전국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

류표가있기는하 으나대도서관용으로는부적합하 다. 선진국대도서관에서사용하는전

개분류표를 제정하여 자료의 분류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

실히하기위해서 다.

이에 따라 1973년 3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분담하여 분류표를 작성하고,

10월에는 초안을 만들어 시안 자문위원회 및 협력처에 시안을 배부하여 12월에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이후 색인 작성을 거쳐 새로운 분류표의 원본을 간행한다는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 으나체계적정리가미흡하고직원들의부담이과중하여마무리짓지못하 다.

1984년도에는그동안박봉석편한국십진분류표(KDCP)을적용하던동양서와 비도서자료

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만든 한국십진분류법(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한편, 도서기호도 수입순기호 대신에 저자기호를 사용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정리과(현재 자료기획과)에서 기본카드목록을 조사하여‘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이하‘동양서저자기호표’라함)를제정하 다.

1996년도에는 KDC 제4판이 제정·보급됨에 따라 국내 동양서 중 일반도서와 학위

논문은 KDC 4판과 DDC 21판을 병행하여 분류하 다. 또 국내 아동 도서, 학습서, 만

화 및 중국서와 일본서의 분류도 KDC 4판에 의거하 으며, 고서에 대해서는 KDCP를

적용하 다.

또한 도서기호의 구성은 수입순번호를 사용하는 학습서와 만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

에 동양서저자기호표를 적용하 다. 서양서에 대해서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분류기호

는 DDC 21판, 비도서자료와 납본 서양서에는 KDC 4판을 적용하 으며, 도서기호는 카터

센본저자기호표3판을적용하고, 비도서자료의도서기호는수입순을적용하 다.

2001년부터는 등록되는 동양서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하던 청구기호제도를 일부 변경하

다. 그동안‘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에 의거, 저자기호를 작성하여 도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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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 으나‘연대별 수입순 기호’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매년 30만 권 이

상 수집되는 동양서에 대한 저자기호 전개의 한계성 등으로 자료의 관리·운 에 많은 문

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 도서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저자기호의사용은서고공간관리에도어려움이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수입되는 동양서의 도서기호를

‘연대별 수입순기호’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 다. 연대별 수입순기호는‘수입년도-수입

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즉 수입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앞세워 사용하고(2001년은‘1’) 수

입순일련번호는 연도별로 동일한 분류기호가 부여되는 자료의 입수순 번호가 부여된다. 예

컨대 2001년에 분류기호가 813.6으로 5번째 등록된 자료의 청구기호는‘813.6-1-5’가 되

는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동양서의 도서기호로 연대별 수입순기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자는

목록의 전산화로 인하여 불편 없이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화된 청구

기호에 의해 자료 식별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자료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자료 배가

가용이해지고연도별로계획적인자료관리가가능해졌다.

나. 분류법

1) 국립도서관시대

조선총독부도서관 시대인 1945년 이전에는 수입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나누어등록하 다.

그리고 도서의 분류도 위의 종별에 준하여 신서·고서·서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분류표에 의해 분류 업무를 수행하 다. 이 세 가지 분류표는 독자적으로 제정된 것

으로 표준분류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이들 분류표의 특징과 그 배경을 살

펴보면대체로다음과같다.

가) 신서부분류표(新書部分類表)

신서(新書)라 함은 고서를 제외한 일반 동서(東書)를 말한다. 이 분류표는 모두 11개 부

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문(各門)은 다시 00~99까지의 번호를 주어 100구분하 다. 주

제에 따라서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를 사용하여 극히 제한된 전개를 하 다.

신서부(新書部) 복본(複本)

정본(正本) 고서부(古書部) 별본(別本)

양서부(洋書部) 문고본(文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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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는 숫자와 문자의 혼합 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 자리의 숫자를 사

용하고 있다.

이 분류표가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당시 어느 분류표에도 없는‘조선문(朝

鮮門)’을 별도로 설정하여 제10문 다음에 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조선 통

치의 이념에 기초한 사상 선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도서를 수집할 것’이라는 그들의 도서

관설립목적에합치되는일종의식민지도서관분류표 다.

한편‘조선문’은문자분류기호로‘조’자를맨앞에놓고다음에 00~99의숫자기호를나

열하여 적당한 주제를 배당하 다. 이른바 한국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당시 일본인 학자들

이나정책입안자들을위해서는매우편리한분류방법이라할수있었다.

나) 고서부및양서부의분류표

고서부 분류표는 주로 재래의 한장본(漢裝本)을, 양서부 분류표는 서양 도서를 각각 대상

으로 한 분류표들로서 그 주제의 내용이나 배열은 신서부 분류표와 동일하며 따라서 조선

문도 양자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강 이하의 주제 열거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

기는 하나 대체로 비슷하며, 분류기호는 세 자리 숫자에서 끝나고 그 이상의 전개는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양서부 분류표에서는 신서부의 경우처럼 일본문자(假名)를 첨부하여

더 이상 전개하지 않았다. 매우 간략한 분류표들로서 다 같이 신서부 분류표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서·고서·서서 각부 분류표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 도서관 장서 분류의

일원화를 기하는 데는 편의를 준 셈이었으나, 세 가지 분류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각각 별도로 제정해 사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한 가지 분류표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능률

적이었을것으로보여진다.

즉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분류표는 조선 통치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일종의 식민지 도서관 분류표로서 주제 배당의 논리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

았다. 또 조기(助記)성, 신축성, 전개성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분류기호는 혼합기호로

구성되어있으나강·목이혼입된조략(粗略)한분류표 다.

다) 박봉석편한국십진분류표(KDCP)와 DDC

1946년 2월부터새로입수하는도서는KDCP에의해분류하 다.

KDCP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보다 발전된 십진식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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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종래의 분류 방법을 단시일 내에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을 위주로 전개

한 우리의 주체성을 살린 분류표 다. 또 도서관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1표(주류표), 제2표(강목표), 제3표(세목표) 등으로 나누고 숫자기호도 2위에서 4

위까지(예: 강목표는 2위) 신축성 있게 전개하 으며 주제의 배열 순서도 매우 논리적이었

다. 분류기호인 숫자가 비록 4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십진법

(Decimal Point)을 삽입하여 무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십진법 본래의 장점을 그대로 유

지하고있었다.

KDCP는 당시 전국의 표준분류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도를 전후하여 많은 도

서관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 분류표 대신 다른 분류표로 바꾸게 되었다. 이는 1957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당이 설치되어 분류법의 교재

로 DDC가 채택되면서부터 다. 종래 사용하던 KDCP 대신 DDC로 변경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비교적 장서량이 많은 도서관들이 주로 DDC를 사용하 다. 또

1964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으로‘한국십진분류법’을 간행·보

급함으로써 KDCP의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KDCP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증보되었

어야하는데그러한뒷받침이전혀없었다는것이문제 다.

2) 국립중앙도서관시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1969년 3월 제정)에 의해 동양서 및 고서는 KDCP로,

서양서는 DDC 제16판으로 분류하 다. 이같은 도서 분류의 이원화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

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의 일원화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먼저 도서 분류의 이원화는 이용자들의 자료 검색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줄 뿐만 아니

라, 도서관 운 면에서도 도서관의 각종 통계, 도서의 관리 등 제반 업무의 능률화를 저해

했다. 이에 따라 당시 KDCP로 일원화할 것을 고려하 으나, 이미 DDC로 분류 정리가 끝

난 5만 7265책(1978년 말 기준)이라는 많은 양의 도서에 대한 처리 방안과 KDCP의 경우

단 한 번도 개정판을 낸 일이 없다는 이유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 다. 물론 그동안 실무자

들은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사용하 을 것으로 추측되나, 분류의 논리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다. KDCP가 분류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

로사용됨과함께수정보완작업을전담하는상설연구기구나위원회가필요했다.

결국 1984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이후 계속 사용해온 KDCP가 주제 전개의 제

한성, 비조기성, 비표준성 등의 많은 결함을 갖고 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만든 KDC 3판

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우선 KDC 3판을 동양서에 적용하고 점차로 고서와 서양서에

확대적용하기로하 다. 

한국십진분류법은 제3판이 간행된 지 16년 만인 1996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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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 제4판을 발간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와 서양서를 제외한 동양서와 비도

서자료에이를적용하 다.

다. 주제명표목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국가서지 구축 업무의 주제 통제 도구

로서 주제명 작성 및 문헌 검색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주제명표목표(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 개발계획을수립하 다.

2002년도에주제명표목표개발용역사업을추진해 (주)오롬정보와한국정보관리학회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하 다. 사업 추진 내용은 전 주제를 대상으로 규모는 7만 단어

이상으로 구축하고, 다국어를 기술하고 추가할 수 있는 다국어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하며, 목록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제명과 분류기호를 연동할 수 있도록 주제명에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주제명표목표의 관리·편집·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는것등이었다.

2002년 11월 1일 주제명표목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도서관 현장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주제명표목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에는 공공도서관 등의 현장 사서 및 전문

가들이 참석하여 향후 주제명표목표 사용 가능성, 용어의 선정과 변경에 대한 방법 등에 깊

은관심을보여주었다. 발표내용은‘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기술원칙’(최석두이화

여자대학교 교수), ‘용어의 분류 및 활용’(김이겸 광주대학교 교수),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개발및발전방향’(김문호 (주)오롬용역책임자) 등이었다. 이어 12월 12일에는주제명표목

표 개발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주

제명표목표 개발 공청회’를 개최하 다. 이 공청회에는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계 관계자들

이 참석하여 주제명표목표 개발 과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 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외국

인도 검색 접근이 가능한 주제명표목표 개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 다. 공청회 발표 내용

은‘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발 경과 보고’(이치주 정보화담당관), ‘국립중앙도서

관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최석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운

방안’(이숙현자료조직과장) 등이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개발되었다. 개발

내용은 총 20만 용어(디스크립터 11만, 비디스크립터 2만, 외국어 7만 용어)를 비롯하여 주

제명에KDC·DDC 분류번호부여, 주제명표목표시스템개발, 홈페이지개발등이었다.

주제명표목표는 자연 언어 색인 작성과 검색에 사용할 통제 어휘로 번역하는 수단 제공,

색인어 부여 시 일관성 보증, 용어 간의 의미 관계 지시, 문헌 탐색 시 탐색 보조 도구로 이

루어졌다. 특히 후조합검색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전조합색인언어로 검색 시 다양한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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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표목표 개발 공청회(2002년)



어려움이있는기존주제명표목표의단점을극복하 다.

2003년 3월부터는‘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한 주제명 부여를 시범 실시하

고 있다. 시범 실시 기간중에는 국내 일반도서와 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명을 부여

하고, 이를 통해 주제명표목표를 보완, 확장하여 안정화한 후 단계적으로 국내 도서관에 보

급할 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주제명 부여 작업과 함께 주제명표목표의 고품질화를 위하

여 해당 주제명이 없을 경우에는 용어 추가 신청을 하고, 기존에 구축된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 수정 및 관계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4년 10월 29일 (주)오롬정보

와‘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다. 이 협약을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에서는 KOLIS-NET을 통해 무상으로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기타기관에대해서는 (주)오롬정보를통해판매할수있게되었다.

또한 2003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목록 데이터 입력 시 주제명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 말 2만 1847건, 2004년 12월 말 약 5만 7000건의 서지 데이터에 주제명을

부여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제명표목표를 국가서지 데이터 작성 시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서

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자도서관, 국

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통합정보시스템(KOLIS),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 II) 등과연동하여정보검색시스템의효율화를높일수있게되었다.

3. 목록업무의변천

가. 목록법의변천

일제 시대의 목록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국십진분류표(KDCP)을 편저한 박봉석 부관

장은 국립도서관학교의 목록 교재로 사용하던 교재 초안을 기초로 하여‘조선동서편목규

칙’을 발간하 다. 이 규칙은 1966년도까지 동양서 목록에 적용되다 한국목록규칙 2판으

로 변경되었으며, 고서에는 백린 편‘고서목록규칙’을, 서양서에는‘ 미목록규칙’을 각각

적용하 다.

1978년 2월 제정된 행정기본계획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자동화 계획이 본격적

으로 추진됨에 따라 토탈 시스템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업무자동화추진반이 설치되었고 후에 전산실이 신설되었다. 전산실에서는 기존에 수

작업으로 진행되던 목록 작성을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된 목록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었

다. 자동화된 목록을 생산하기 위해 1980년부터 기계 가독형 목록규칙인 한국문헌자동화

목록 형식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이 자료별로 제정되었고, 이 기술규칙과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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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목록을 1983년 8월부터인쇄카드형태로제작해전국회원도서관에배포하기도하

다. 인쇄카드는국내일반도서와아동도서를대상으로작성되었다.

전산실에서의 인쇄카드 작성은 자료의 수집에서 정리에 이르는 과정을 변화시켰다. 기존

의 수서과에서 정리과로 인계되던 국내서가 전산실을 먼저 거쳐 인쇄카드가 작성된 후 정

리과로 인계되었다. 당시 정리과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아 전산실에서 인쇄카드 작성이

끝나면 인쇄카드 및 부출 지시서와 함께 자료를 정리과로 인계하 다. 그러나 KORMARC

기술규칙은 목록의 기술 부문에 대한 규칙이었으며 표목 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

라서 인쇄카드와 함께 작성된 부출 지시서에는 목록자가 표목의 일관성을 위해 통제하는

부분이 전혀 없이 기술부에 기술된 대로 부출 표목이 지시되었다. 이 때문에 정리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표목의 형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출 지시서의 표목을

수정하여사용하게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 체제는 1987년 3월 전산실의 컴퓨터 4대와 목록 인력

이 정리과로 투입되면서 정리과에서 직접 목록을 입력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1988년에

는 CENTLAS 시스템(업무자동화토탈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전산실에서 작성하던 인쇄카

드 목록을 정리과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리과에서 직접 서지 데이터를 입력

하게 되었으며 입력 대상 자료도 도서에서 연속간행물, 더 나아가 비도서자료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국내서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서지 데이터베이스도 꾸준히 증가하 다. 이러한 양적 증

가는 카드 출력이 용이한 자동화 목록의 특성으로 인해 부출 목록 카드 등 카드 목록의 양

적 팽창을 불러왔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목록함에 카드 목록을 배열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에대한효용가치를생각하게하 다.

또한 목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 됨에 따라 1996년도 이후 등록된 자료에 대해 열람

용 카드 목록의 배열을 중단하고 온라인 목록으로 대체하 다. 그러나 사무용 카드 목록은

청구기호 중복 여부 확인 및 청구기호 관리를 위해 2004년도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열람용 카드 목록 162만 매와 목록함 134함은 폐기 처분하고, 사무용 카드 목

록은 자료보존관 지하 1층으로 이전하 다. 다만 고서는 주 이용자가 컴퓨터에 의한 자료

검색에익숙하지않은경우가많아카드목록과온라인목록을병행운 하고있다.

한편 서양서 정리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로 하여

작성하는이른바복제목록(copy cataloging) 방식이도입되었다. 초기에는UTLAS의 CD-

CATSS를도입하여서양서정리와외국도서종합목록편찬에사용하 으며, 후에는OCLC

의CAT-CD450을사용하여정리하 다. 이러한데이터베이스에수록되어있지않은자료에

대해서는오리지널목록작업을하 다. 이와같이매체의변화에따라목록규칙의개발이이

루어졌고, 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대량으로서지정보를처리하는기법이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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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4일에는 해외 소재 인 문서 데이터 적용 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

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 문서 데이터 표준 관련 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에는 김태수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3명과 임병수 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 12명 등 총 25명이 참석하 다. 이 자리

에서는 기관별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의 중복 방지 및 각 데이터베이스 포맷 표준

화와종합목록을통한대국민서비스의활용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인 문서 데이터 표준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자료를 수집하고 MARC 포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MARC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인 통일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분류 체계와 전거 파일 문

제가 앞으로의 과제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계층적 질서가 구현되도록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또한 MARC 포맷으로 작업하도록 결정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

회도서관 이외의 다른 유관 기관들이 MARC 포맷으로 변환하는 시기를 맞추어 함께 연결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회의에서 논의

된주요내용들을토대로 인문서의데이터표준을마련해나가고있다.

전거 통제를 위한 전거 데이터는 목록의 핵심적인 기능인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표목(인

명, 단체명, 통일 서명, 주제명, 지리명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목의 통일적인 기

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9년도까지 목록

데이터의 표목을 카드로 작성된 전거 목록을 참조하여 부여해 왔다. 1999년에 전거 통제용

KORMARC 형식이 KS로 제정되고 전거관리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목록 데이터 입력 시 전

거레코드도함께구축하기시작하 다. 

현재 전거 레코드는 인명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명보다는 자료에 동

일 인명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검색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외국인명(중국인, 일본인, 서양

인)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전거 담당 인력의 충원 등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인

저작자를대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누적된 자료 정리 해소를 통한 신속한 최신 정보 제공과 주제별 전문

사서 육성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료 정리 업무 중 목록의 기술 부

문을 2004년 7월 1일부터민간용역사업으로처리하고, 납품된데이터의확인과주제명표

목부여및표목부문작성은직원이담당하고있다.

2004년 용역 내용은 국내 학위논문, 아동서, 비도서, 학습서, 교과서, 만화 및 교환·

구입 동양서, 교환 서양서의 분류·목록과 국내 일반도서, 공도서, 교환 마이크로피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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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업무이다. 또한 장비 업무(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레이블, 측인 날인 등)와 목차·표

지 DB도 포함된다. 단 국내 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의 분류는 기존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부여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납본 대행 및 MARC DB와 자료 정리 업무 외

주 용역업체를 각각 선정했다. 먼저 납본 대행 및 MARC DB 용역 사업에는 대한출판문화

협회 납본 컨소시엄(출판협회, 출판협동조합, 출판유통진흥원, 북센)이 최종 사업자로 결정

되어납본대행은2만 7940책을, MARC DB 구축은 5만 9082건을납품받았다.

자료 정리 업무 외주 용역 사업에는 씨지정보통신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목록 7만

9618책, 분류 9만 8834책, 장비 14만 810책, 표지·목차 2만 765건을 구축하 다. 국립중

앙도서관은 용역으로 수행된 자료의 목록과 분류의 품질관리, 주제명 부여, 표목 및 전거

데이터작성, 검수등의작업을수행하 다.

나. 목록규칙

1) 국립도서관시대

1920년대 초기만 해도 일본에는 완성된 표준 목록규칙이 없었다. 일본도서관협회의 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문고협회에서 1893년에 낸‘화한도서목록편찬규칙’(和漢圖書目

錄編纂規則)이 있었고, 그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이를 개정 발표한 1910년의‘화한서목록

편찬개칙’(和漢書目錄編纂槪則)과 1932년의‘화한서목록법’(和漢書目錄法)(안)이 있었다.

1942년에와서야현행‘일본목록규칙’(NCR) 초판이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도 초기에는 위의‘화한서목록편찬개칙’을, 그리고 1932

년 이후에는‘화한서목록법’(안)을 각각 참고하여 목록을 작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서서의 경우는 미국도서관협회(ALA) 목록규칙을 약간 수정한‘양서저자서명목록편찬약칙

(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則)’에 의해 목록하는 것이 당시 일본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추세

으므로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도서서목록만은동서와달리하고있었다.

목록의편성이나카드목록작성에있어서도분류에서와같이신서, 고서, 서서로나누어

각각 다르게 취급하 다. 우선 목록의 종류를 보면 사무용 목록과 열람용 목록이 있는데,

전자에는 기본 목록과 함가 목록(函架目錄)이 있으며, 후자에는 각각 분류·서명·저자명

목록이있으나이중저자명목록은서서에만있었다.

사무용 기본 목록은 서명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용 서명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는 서명주기입(書名主記入)을 택하고 있었으므로 작

성된 카드 목록을 표목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자연히 서명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

무용카드목록은그크기에있어서도열람용과구별하여5×12.5cm로낮은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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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목록의 기술 사항을 보면 동서와 고서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1

행에 서명을 표목(標目)으로 내준 다음 제2행에 저자 표시, 제3행에는 출판 연도와 판차(版

次), 제4행에는권책수, 장정(裝幀), 크기, 삽도, 페이지수, 제5행에는발행지, 제6행에는가

격과수입연월일을각각기재하 다. 요즘의기술순서와는많이다른편이었다.

가격과 수입 연월일 등은 도서원부에도 자세히 기재되는 사항이어서 이중의 시간 낭비

를 가져 왔다. 도서원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기본 기입 카드 목록이 도서

원부를 겸하는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 통례이기는 했다. 한편 서서의 경우는 ALA규칙에 근거하여 저자명 주기입(主記入) 방

법을 택하고 있어 동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기술 사항에 있어서도 오늘의 그것과 크

게 다를 바가 없다.

열람용 목록에서도 신서와 고서는 유사했지만 서서의 경우는 많이 달랐다. 신서와 고서

는 분류 목록과 서명 목록만이 있고 저자명 목록은 없었다. 따라서 이용자는 주제와 서명만

으로 구하는 도서를 검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서의 경우는 저자명 목록이 있다는 것이

크게다른점이지만그대신서명목록이없었다.

이들 열람용 목록이 기본 목록과 다른 점은 가격, 수입 연월일 등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고, 배열의 편의를 위해 신서, 고서의 경우는 음(音)의 표기(카드 오른쪽)를 달아준 것

이었다.

동·양서를 막론하고 위에 열거한 목록의 종류에 따라 1책당 평균 3장의 카드를 작성한

셈이었다. 이밖에 도서원부, 함가부, 북카드 등의 작성이 수반되어 책당 소요되는 정리 시

간과경비가결코적은것이아니었다.

목록의 형태는 모두 카드로 되어 있으나, 함가 목록만은 가제식(架除式) 서책 형태

(Loose Leaf)로 되었다. 함가 목록은 서가 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가 서가상에 배열

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된 목록이었다. 도서기호로는 수입순기호(受入順記號)를 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가 목록은 수입순기호의 결정을 위해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러나 동일 분류기호 내에서의 동일 저자의 저작들이 분산 배열되어야 하는 결점은

이방법이지속되는한그대로잔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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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의 목록 방법에서 탈피하여 국립도서관의 목록 체계를 갖추고자 1948년 10월

‘조선동서편목규칙’(KCR)을발행하 다.

이규칙의예언에서저자인박봉석선생은그편찬경위를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1. 본 규칙은 단기 4280년 5월에 협회 총회 때에 전국통일편목규칙제정안을 결의하고 위원을 선임하

던 바 편자도 일원이 되어 기초한 것이다.

2. 국립도서관학교의 교재로 쓰는 동서편목법을 기초로 하고 전체적으로 개편하 다.

조선동서편목 규칙은 1947년 5월의 도서관협회의 결의에 따라 박봉석 선생이 위원의 자

격으로 기초한 것으로, 국립도서관에서는 1948년 10월 이전부터 이 규칙의 전신이라고 할

수있는‘동서편목법’에의해일부도서의목록이작성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이 목록규칙은 전 10장 2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에서 밝힌 것처럼 동양서만을 대

상으로 편찬된 것으로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목록규칙이었다. 또“서

명목록과 저자목록을 병행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위주로 하 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목

록 기술에 있어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서명주기입의 입장에서 전개하 다. 또한 사무용 기

본목록으로도서명목록을택하 다.

아울러 목록의 종류를 사무용 목록과 열람용 목록으로 구분하고 각 목록에는 주목록과

부목록을 두었으며, 사무용 주목록에는 서명 목록(가나다순)을 열람용 주목록에는 분류 목

록·서명 목록·저자명 목록을 편성하 다. 이와 함께 서명주기입을 채택했으며, 특히 열

람용목록에주제명목록(건명목록)보다분류목록이주목록으로채택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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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목록 기본 목록 서명의 일본 가나 오십음순 서명의 일본 가나 오십음순 저자명의 ABC순

함가 목록 청구기호순 청구기호순 청구기호순

열람용 목록 분류 목록 신서부 분류기호순 고서부 분류기호순 양서부 분류기호순

서명 목록
ABC순(본래는 가나다순(본래는

일본 가나의 오십음순) 일본 가나의 오십음순)

저자명 목록 ABC순

자료 구분

목록 종류
동 서 고 서 서 서

[목록의 편성]

creo




또한 작성해야 할 카드목록의 일정한 형식과 종류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표

(書票, 카드)의 기술 사항에도 부(副)기입표시사항(Tracing)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유니트

카드식(Unit Card System)에 있어서의 목록 카드 복제를 위한 모체 카드(Master Card)

는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서(手書)에 의한 단일 기입식 목록 작성을 전제로 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유니트 카드식에는 미 목록규칙에서와 같이 기본 기입을 그대로 모체 카드로 사

용하는 방식과 NCR에서와 같이 표목을 기재하지 않고 기술과 표목 지시만을 한 카드를 복

제하는 기술 유니트 카드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목록규칙에는 목록 카드에 기입되는 사항과 그 순서를 1. 서명(혹은 저자, 彼

傳者), 2. 저자(혹은 서명, 서명 및 저자), 3. 출판 사항, 4. 대조 사항, 5. 부주(附註) 사항,

6. 사무 사항과 같이 열거하고 있어 목록 기입의 2차 요소인 표목과 기술이라는 기능상의

구분이되어있지않았다. 

미국에서도 목록규칙상에 표목과 기술의 부(部)가 이분되기 시작한 것은 1941년 ALA

아메리카 예비 2판 때부터 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1954년에

‘동서목록규정초안(東西目錄規程草案)’(박희 편찬)에 이르러 비로소 표목과 기술의 구분

이 나타나며, 공인된 규칙으로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정한‘한국목록규칙’(KCR)이

처음이었다.

한편 이‘조선동서편목규칙’(KCR)은 1966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동서 목록에 적용되

었으며, 1954년에 개정이 단 한 번 있었으나 주로 대조 사항을 대상으로 한 극히 세부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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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목록
기본 목록

서가 목록 청구기호순 청구기호순 청구기호순

분류 목록 KDCP 분류기호순 KDCP 분류기호순 DDC 분류기호순

저자명 목록
한·중서 : 가나다순

가나다순 ABC순
열람용 목록 일서 : ABC순

서명 목록
한·중서 : 가나다순

가나다순 ABC순
일서 : ABC순

자료 구분

목록 종류
동 서 고 서 서 서

[목록의 편성]

①서명목록(1965년 이전)

저자명목록(1966년 이후)

혼합배열가나다순

②저자명목록(일서에한함)

ABC순

서명목록

서명목록

가나다순혼합배열 저자명의 ABC순

creo




2) 국립중앙도서관시대

1963년 공포된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고, 1967년 직제가 확대 개

편됨에따라도서관업무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 

1969년 3월정리업무의기준이되는‘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이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975년 3월, 1977년 9월, 1986년 12월, 1995년 9월, 1998년 6월, 2000년 4

월, 2002년 7월, 2004년 6월 등 총 8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목록에 자동화

시스템이도입되는것을기점으로목록규칙에도큰변화가나타난다.

가) 목록의자동화이전시기

1969년 3월부터 1977년 9월까지 개정된 정리 규정에 의하면 당시 목록에는 세 가지 규

칙이 적용되었다. 동양서에는‘한국목록규칙’을, 고서에는‘고서목록규칙’을, 서양서에는

‘ 미목록규칙’을 각각 통용하고 있었으며,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

이정하 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자료는 모두 한 로 표기하고(중국 자료는 우리 음으로 읽어 표

기), 일본어로 된 자료와 로마자로 된 자료는 원어대로 또는 원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

며,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단 중국어로 된 자료는 제외)의 고유명사만은‘문교부 제정

로마자의한 화표기법’등을따라표기하 다.

따라서 동일 저자의 동일 작품인 원서와 번역서가 같은 동서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면서

도한자리에모이지않고분산배열되었다. 표목의표기는다음과같다.

카드 목록의 편성은 열람용 목록과 사무용 목록으로 구분되었으며, 열람용 목록은 분류

목록, 저자 목록, 서명 목록으로 구성되었고, 저자 목록과 서명 목록은 음순 혼합 배열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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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의 표기]

구 분 표 기 방 법

한국어로 된 자료 한 로 표기

중국어로 된 자료 한국어로 읽어 한 로 표기

일본어로 된 자료
표목의 일본음을 일본 문부성에서 제정한 일본 가나의 로마자화 표기법(해본식)에

의하여 로마자로 표기

로마자로 엮어진 자료 표목의 원어대로 로마자에 의하여 표기

일본어로 된 자료를 표목의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에 한하여 문교부 제정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일본 가나의 한 화 표기법’과‘외국 지명 한 표기 일람’에 의하여 한 로 표기

로마자로 엮어진 자료를 표목의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에 한하여 원음대로 읽어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문교부제정로마자의한 화표기법’및‘외국지명한 표기일람’에의하여표기

creo




사무용 목록은 기본 목록, 분류 목록, 서가 목록(열람과 비치)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개정 이전의 규정(1969년 3월 29일)에는 기본 목록과 서가 목록 두 가지만 기재되

었다. 기본 목록의 기능은 자료의 복본 조사 기능을 담당하 고, 서가 목록은 청구기호를

조회하여 기존의 기호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장서 목록용으로 서고 자료

관리를위해목록함을설치하고청구기호순으로카드목록을배열하여사용하 다.

위의편성기준은동양서, 고서, 서양서에다같이적용되었다.

열람용목록의편성과배열기준은다음과같다.

당시의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용 목록 체계를 보면 고서의 제 목록은 따로 분할 목록으로

하 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고서분류목록’과‘고서저자명서명목록’이 더 첨가되어 여

섯 가지의 목록군을 형성하고 있다. 고서의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분할한것으로보여진다.

당시의 카드 목록 체제에서 동서 중 일서만이 저자명과 서명이 로마자로 표기되어 분류

목록은동서목록에, 저자·서명목록은양서목록에각각배열되었다.

한편 1968년 5월 20일부터 사무용 목록에서 서가 목록을 장부 형식으로 사용하다가 카

드제로 변경하 으며, 이때부터 자동복사기에 의해 카드 목록을 복사해서 사용했다. 목록

의 정비에 있어서는 1966년 10월에 31종이던 한국서와 일본서의 사무용 목록(표 1)을 다음

표(표 2)와같이통합체계화하여사무능률향상을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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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목록 KDCP 분류기호순 KDCP 분류기호순 KDCP 분류기호순 KDCP 분류기호순 DDC 분류기호순

저자명 목록 가나다순 가나다순 ABC순 가나다순 ABC순

서명 목록 가나다순 가나다순 ABC순 가나다순 ABC순

자료 구분

목록 종류 한 국 서 중 국 서 일 본 서
고 서 서 서

[열람용 목록의 편성과 그 배열 기준]

동 서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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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 후 사무용 목록의 체계]

1966년 이후 기본 목록

서가 목록

본관용 1965년 이전 저자명 목록

서명 목록(기본 목록으로 쓰임)

함가부

서명 목록(총서명 목록 포함)

한국 도서 아동 도서 저자명 목록

함가부

순회문고용 서명 목록(총서명 목록 포함)

함가부

분관용 서명 목록(중·고교생용 및 성인용 포함)

일본 도서
저자명 목록, 서명 목록

함가부

[표 1. 통합 전 사무용 목록의 체계]

1966년 이후 기본 목록

서가 목록

1965년 이전 서명 목록

저자명 목록

정부간행물 목록

정기간행물 목록

본관용 신문 목록

논문 목록

연감 목록

번역서의 원저자명 목록

서명 목록

한국 도서 아동 도서용 목록 저자명 목록

총서명 목록

서명 목록

순회문고용 총서명 목록

함가부

서명 목록, 총서명 목록

성인용 논문 목록, 연감 목록

분관용
함가부

서명 목록

중·고교생용 총서명 목록

함가부

서명 목록, 총서명 목록

일본 도서
정부간행물 목록, 신문 목록

정기간행물 목록, 저자명 목록

연감 목록

creo




나) 목록의자동화시기

1978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동화 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목록의 전산화를 위한 규

칙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기계 가독형 포맷으로 KORMARC 포맷(단행본용)

의 개발과 함께 이 포맷에 적용할 목록규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는 1966

년에 제정된한국목록규칙(KCR) 2판이 가장널리사용되고있었으나, 이것은 기계가독목

록에는 적합하지 않아 목록의 컴퓨터 처리 작업에 적용할 목록규칙으로 국제도서관협회연

맹(IFLA)에서제정한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M)을적용하기로결정하 다.

ISBD는 세부 규칙을 정하지 않고 골격만을 제시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

은 각국 서지 작성 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재량 사항과 한국 출판

물을 목록하는 데 있어 예외적인 사항은 실제 목록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

들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내 인사로 구성된 자동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 한국문

헌자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소자료집으로 1982~1983년에 걸쳐 3집까

지발간하여적용하 다.

그러나 1983년 인쇄카드가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ISBD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제반 재량 사항의 결정과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왔던 모든 규칙을 하나의 체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83년 12월 이 자료집을

보완하여 하나로 묶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단행본용) 예비노트판’을 제정하게

되었다.

1985년 2년여 동안의 예비노트판에 의하여 실제 서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제기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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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체제·용어·기술 내용 및 기술 순서와 예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

로수정을가하여‘예비노트보완판’을제정하게되었다.

한편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연구 보고서로 포맷과 함께 개발된‘한국문헌자동화목

록법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 기술규칙’은‘예비노트 보완판’의 용어 해설과 관칭 및 관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용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울러 1991년에 단행

본과 함께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용 기술규칙이, 1992년에는 고서용 기술규칙이 포맷과

함께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연구로 개발되어 해당 포맷의 KS 제정과 함께 도서관계의 의견

을수렴해수정·보완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헌자동화목록의 개발 과정 속에 1986년 12월에 개정된 정리 규정에 의

하면 동양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서양서는 미목록규칙을, 고서는 고서분

류목록법을, 연속간행물은 ISBD-S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표목의 표기, 사

무용및열람용카드목록편성은변화없이이전대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1995년에서 2004년 6월까지 개정된 정리 규정에 의하면 고서 적용 목록규칙을 한국문

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고서용)으로, 연속간행물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연속간

행물용)으로 각각 변경하고, 신규로 비도서자료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비도서자

료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자료의 목록규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정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자료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목의

채기방법도변경되었다.

저자명 전거 표목은 한국인의 경우 개인·단체명 모두 한 표기 그대로 사용하며, 중국

인은 개인일 경우 중국음의 한 로 표기하되 1911년 이전 인물은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단

체명은 한 음의 한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일본인의 경우는 개인일 때 일본음으로 읽어

한 로 표기하고, 단체명은 한 음의 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서양인 등은 개인·단체

명모두로마자로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한편 서명 전거 표목은 한국어 자료의 경우 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중국어 자료는

한 음으로 읽어 한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어 자료는 한자일 경우는

한 음으로, 일본 문자는 그대로 표기하고, 로마자 자료는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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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 됨에 따라 1996년 이후 등록 자료에 대

해 열람용 카드 목록의 배열을 중단한 데 이어, 2005년 1월 1일부터 사무용 카드 목록의 출

력과 배열을 중지하 다. 이에 따라 고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의 목록은 온라인 목록으로 운

되고있으며, 고서의카드목록은다음과같이편성되어있다.

159제3장 _자료 조직과 국가 서지 활동

[저자명 표목 표기]

구 분 개 인 단 체 명

한국인 한 표기 한 표기

중국인
중국음의 한 로 표기하되 1911년 이전 인물은

한 음의 한 표기
한자음으로 표기

일본인 일본음으로 읽어 한 표기 한 음의 한 표기

서양인 등 로마자로 표기 로마자 표기

[서명 표목 표기]

구 분 표 기 방 법

한국어 자료 한 표기

중국어 자료 한 음으로 읽어 한 로 표기

일본어 자료 한자는 한 음으로, 일본 문자는 그대로 표기

로마자 자료 로마자로 표기

사무용 목록
기본 목록 서명 가나다순 배열

서가 목록 청구기호순 배열

열람용 목록
저자명 목록

가나다순 혼합 배열
서명 목록

자료의 구분
배 열

목록의 종류

[고서의 목록 편성]

creo




제2절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운

1. CIP 제도

출판시도서목록(CIP : Cataloging In Publication, 이하 CIP) 제도란 출판사에서 신간

도서를 출판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신간 자료의 표준 목록을 제공받아 도서의 표제

지 뒷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하는 것으로 미국, 국,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캐나다,

브라질등외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시행되고있는제도이다.

CIP 제도의 시행으로 도서관계는 자료 수집 및 자료 조직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출판계는신간자료의홍보효과에따른판매증진을도모할수있다. 현재국내각도서관에

서는 구입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각각 분류·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에 대한 출판시도서목록을 제공해 줄 경

우, 자료를 구입하는 도서관에서는 출판시도서목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별

로동일자료에대한분류·목록작업을중복적으로실시하는것을피할수있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이 표준화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출판계와 서점계에서는 도서 구매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문헌

정보를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도서의판매증대를도모할수있다.

이처럼 CIP 제도는 출판 진흥과 전국 도서관 업무의 효율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필수적인제도라할수있다.

가. CIP 제도도입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부터 CIP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2002년 시범 운 을 하

고, 2003년 제도 실시에 앞서 홍보 활동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등을개최하여성공적인추진을위한분위기를조성하 다.

그 일환으로 2001년 2월 21일 도서관계, 출판계, 서점계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세미나를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CIP 등장배경과외국의현황, 국내도입필요

성과유의사항, 향후추진계획, 기대효과등에대한종합토

론을가졌다. 

발표 내용은‘CIP의 도입에 관한 종합적 고찰’(오동근 계

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CIP 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

가’(이숙현자료조직과장) 등이었다. 한편토론자로나선윤청

광(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수(도서출판 한울 대표)는

CIP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나 국내 출판사들의 현실을 감안

해 출판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는의견을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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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CIP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5월에는‘출

판예정도서표준목록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 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같았다.

◆CIP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두고, CIP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중앙 집중 방식’으로 운 한다.

◆CIP 신청 대상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국가문헌 중 단행본 형태의 도서로 정부 간

행물, 대학 출판물, 번역 출판물, 책자 형태의 악보 및 지도, 신·개정판, 기타 CIP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CIP 데이터 신청과 제공 등 CIP 관련 제반 업무는 인터넷의 CIP 홈페이지를 통해 완전히 전자화된

방식인 e-CIP 시스템으로 운 한다.

◆생산된 CIP 데이터는 CIP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 ISBN 등 목록 데이터는 물

론 CIP 데이터 신청 시 첨부했던 표지, 서문, 목차, 요약 등의 파일 정보도 함께 서비스한다.

◆CIP 사업은 전국 도서관, 출판사, 서점 및 일반 국민이 연계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를 일시에 전

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CIP 부여 대상 자료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편 CIP의 한 명칭은 당초‘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에서 2002년 7월에‘출판시도서

목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도서에 CIP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로 출판되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는, 이미 출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출판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독

자들에게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출판시도서목록’으로변경되었다.

나. e-CIP 시스템개발과운

e-CIP 시스템은 미국, 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자국 출판물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

관리를 위해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CIP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개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e-CIP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판계와 도서관 관계자, 이

용자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추진하 다.

2001년에 업무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e-CIP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

어,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내부 테스트와 함께 출판사와 직접 연결하는 실전 테스트 과

정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 다. 또 2002년 6월에는 전국 출판사를 대상으로

‘CIP 제도의조기정착과활성화를위한 e-CIP시스템설명회’를개최하 다.

이같은 노력으로 2002년 7월 2일부터 e-CIP 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했는데, 그해 12월

까지를 시범 운 기간으로 삼아 출판사의 불편 사항이나 시스템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출판계·도서관계·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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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2003년 1월부터본격가동에착수한이후에도각기능별개선및보완작업을통해시스

템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여운 하 다.

이같은 e-CIP 시스템의 운 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표준 목록 및 발간

예정 자료 목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출판물의 목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출판 예정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출판물 사전 홍보, 판매 증대 등을 통한 출판물 유통의 활성화

를도모하게되었다.

다. CIP 제도운

2002년 7월부터시행된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의부여대상자료는기본적으로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형태(다권본이나 총서 포함)의 도서로 번역 출판물이나 대상 자

료의 신·개정판 등이다. 그밖의 연속 간행물, 비도서자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학

습서, 석·박사학위논문과제도시행이전에출판된도서는제외된다.

CIP 작성시의데이터포맷은국립중앙도서관에서제정한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따

르며, 목록 규칙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분류기호는 한국십진분

류표(KDC 4판)와 듀이십진분류표(DDC 21판)의 두 종류를 부여하되, 아동 도서는 KDC만

부여하고 있다. 또한 CIP에는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CIP 제어번호를

부여하고있다.

CIP는 기본적으로 카드 목록과 안내문의 두 가지 형태로 출판사에 제공된다. CIP를 인

쇄할 위치가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카드 목록 형태를 대신하여 안내

문형태를인쇄할수있다.

●카드 목록 형태의 CIP 견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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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시도서목록(CIP) 편람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센터 편.

-- 개정판.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3

p. : 삽도 ;            cm

권말 부록으로‘용어 설명’등 수록

ISBN 89-7383-061-9 03020 : 비매품

026.1-KDC4

027.5519-DDC21            CIP2003000386



●안내문 형태의 CIP 견본

CIP 데이터 처리 기간은 출판사에서 CIP를 신청한 일시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청 당일 접수에

서통보까지완료하고있다.

2002년 7월부터 운 된 CIP 업무는 2004년 말로 참여 신청을 한 출판사가 765개처,

CIP 데이터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건수가 4481건에 이르며 부여율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2. 홍보및기타활동

가. CIP 설명회개최

출판시도서목록센터는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002년

6월 출판시도서목록 설명회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 다. 전국의 출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에는 국립중앙

도서관 이숙현 자료조직과장의‘CIP 제도의 개념과 도입 경위’, 한국출판유통(현 북센) 이

중호 부장의‘출판유통정보시스템 개요’, 국립중앙도서관 최경호 전산사무관의‘e-CIP 시

스템 개요’와 자료조직과 기민도 사서의‘출판사에서의 e-CIP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출판사들의질의에대한응답이있었다.

이어 2003년 6월 12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출판사 관계자 2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출판시도서목록(CIP) 개요’, ‘출판 유통 현대화 사업’, ‘출판사에서의 e-

CIP 시스템 운 ’, 질의 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 다. 또한 동년 11월 7일에도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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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

(http://www.nl.go.kr/ecip/default.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2003000386)]

2002년(7~12월) 270 298

2003년(1~12월) 331 1,835 208

2004년(1~12월) 164 2,348 28

계 765 4,481

구 분 참여 신청 출판사
부여 건수 증가율(%)

[참여 신청 및 CIP 부여 현황]

CIP 부여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설명회

(2002년)

creo




출판사 관계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출판시도서목록(CIP) 개요’, ‘출판 유통 현대화 사업’,

‘교보문고신물류시스템소개’, ‘출판사에서의e-CIP 시스템운 ’순으로설명회를개최해

출판유통정보로서의CIP 데이터의유용성에대한인식을형성하는계기로삼았다.

나. CIP 제도활성화를위한홍보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도서관의 운 효율화와

출판계의 출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CIP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출판계와의 협

력사업을확대하고있다.

2002년에는‘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편람’을 2000부 제작해 출판계에 배포했다.

CIP 편람은CIP 부여대상자료, 적용범위, CIP 참여방법, 완성된CIP 데이터의처리, 인

쇄 위치 및 표시 방법, CIP 데이터의 활용 등 출판사에서 CIP 제도를 이해하고 CIP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출판사용 e-CIP 업무 지침서이다. 이

와함께‘우리나라에서도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제도가시행됩니다’(5000부) 및‘출판시도

서목록제도가시행되고있습니다’(3000부)라는브로셔를제작해배포했다.

한편 출판사들의 CIP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교보문고와 협력하여

교보문고에 입고되는 신간 도서에 대해 CIP를 부여받도록 출판사들에게 적극 권장하도록

하 다.

2003년에는 e-CIP 시스템 본격 가동에 맞추어 2002년 시범 운 기간중 제기된 출판

사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출판시도서목록 편람’개정판 5000

부를 발간함과 동시에‘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1만 부)라는 브로

셔를제작해배포했다.

또한 출판물 유통에 있어서 독자와 출판사, 도서관과 출판사를 연결하는 서점계를 대상

으로 CIP 제도 홍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하는‘서점신문’

에‘CIP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기대하며’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서점계를 통한 출판사의

CIP 참여를유도하 다.

2004년에는‘출판시도서목록 편람’개정 2판을 3000부 발간하 다. 개정 2판에서는 출

판사가 신청한 CIP 데이터가 발송되면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는 SMS(단문 메시지 전송 서비스)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 CIP 제도에 대한 홍보용 자료

로‘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브로셔 3000부를 제작했다. CIP

브로셔에는 CIP에 대한 개념, 기대 효과, CIP 표시 위치, 업무 절차와 함께 e-CIP 시스템

의주요화면에대한설명이수록되어출판사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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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중대한 변화를 맞은

시기 다. 출판량의 증가와 컴퓨터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각종 출판물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별·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의 필요성이 부

각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에 대해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연속간행물에대해서는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마련하게되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ISBN, ISS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1년도

에, 중국은 1987년도에 이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행을 본격적으

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 개정된 도서관법 제18조에서 국제표준자료

번호제도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번호 부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정함으로써 ISBN과 ISSN이뿌리내릴수있는터전을마련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0년 7월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하고, ISBN의 경우 1990년

8월 24일 국제ISBN관리기구(International ISBN Agency)에 정식 가입하여 국가번호

‘89’를 배정받았다. ISSN의 경우에는 1991년 8월 27일 ISSN International Center와 정

식협약을체결해가용번호5000개를배정받았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1990년 11월 출판계와 도서관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

번호운 심의회를 구성해 운 ·협력·기술의 3개 분과위원회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1년 9월에‘한국문헌번호편람-도서번호 편’을, 1992년 6월에‘한국문헌번호편람-연속

간행물 편’을 심의 확정하여‘한국문헌번호편람’을 완성하 다. 이 편람에서는 국제표준도

서번호(ISBN)에 5자리 부가기호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에 2자리 부가기호를

덧붙여 한국문헌번호라 통칭하 으며, 한국문헌번호의 구조·대상 자료·적용 범위·운

절차 등을 제시하 다. 한국문헌번호편람은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 보

완하여 1994년에개정판, 1999년에개정3판, 2000년에개정4판을발행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서지 정보 및 도서 유통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한국문헌번호운 심의

회’를 1990년 11월에 출판계 8명, 도서관계 7명, 관련 기관 및 단체 5명 등 총 20명으로 구

성해 발족시켰다.  동년 12월 7일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어 도서출

판 예림당 대표이며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인 나춘호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분

과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동 심의회가 다루어야 할 많은 초기

과제를 관련 분과위원회별로 배정하여 연구·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문헌번호센터는 운

심의회의발족으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국내시행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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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번호편람

creo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는 1990년의 1차 총회를 시작으로 1992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3차례 총회, 16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ISBN·ISSN의 제도 시행에 산파 역할을 해

왔다. 1993년 총회에서는 ISBN(bar code)을 확대 보급하여 POS 이용 활성화를 기할 것과

ISBN·ISSN의전면적인확대보급을위한관계기관·출판계·도서관계의총체적인협조

가이루어져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또 인쇄된 악보를 식별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시스템으로서 ISBN의 기능과 같은 형태의

효과를 내는 것을 지향하는 국제표준악보번호(ISMN: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의도입시행에대해서도논의했다.

1994년 5월 10일 열린 총회에서는 ISBN 발행자 번호 4자리 배정 기준 조정, 신문의

ISSN 배정 실시 등이 토의되었다. ISBN 발행자 번호 4자리 배정 기준은 11~50종으로 조

정되었고, 신문에도 ISSN 번호를부여하기로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ISBN 제도 확산을 위해 1994년 5월 1일부터 바코드를 무료

로제작, 배포하며각종도서추천및선정시ISBN 표시가없는도서는제외시키도록하 다.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는‘ISBN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 1999년에 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 하여 2000년 2월에‘ISBN DB 구축 사업 실행 계획(안)’을 제출하

다. 또 2000년 2월 29일에는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회의를 갖고,

ISBN 사용자 매뉴얼 제4판이 ISBN 국제기구에서 발간됨에 따라 한국문헌번호편람을 개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출판 매체 다양화에 따른 번호 부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타 국제표준번호제도(ISMN, ISRN 등) 도입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 및 전담 전

문가의양성등에대한논의를했다.

이후 2000년 4월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조항이 삭제되어 동 심의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이 자동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2001년

2월 26일 위원 10명으로 한국문헌번호운 위원회(규정 제285호)를 구성하 으며, 동 위원

회는현재까지한국문헌번호운 의자문기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01년 5월 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권기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안 문

제를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3인 내외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

성하 다. 소위원회에서는 ISBN 활성화 방안 강구, ISBN과 DOI 연계 방안 연구, ISMN

등문헌번호확장검토등의문제를다루었다.

또 2003년 3월 28일에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제표준도서번

호(ISBN) 자리를 10자리에서 13자리로 변경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비책을 의논하고, ISBN

번호 중 부가기호 부분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여 출판사에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 다. 또한

관련 분야와 연관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제 동향을 연구, 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들과당센터에적용하자는의견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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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이하 ISBN)는 전 세

계에서간행되는각종도서에국제적으로표준화된방법에따라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자

료에인쇄하여표시하는것으로서적유통및문헌정보유통의효율화를기하기위해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ISBN에5자리의부가기호를덧붙인한국도서번호를사용한다.

ISBN은 국별번호,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체크기호의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항상

ISBN이라는 문자를 앞세운다. 부가기호는 독자대상기호, 발행형태기호, 내용분류기호로

구성되어있다.

출판물에표시되는한국도서번호는 ISBN과EAN(European Article Number)이나란히

기재되는데, ISBN 코드는 OCR-B문자로 표시되고 EAN과 부가기호는 바코드 형식으로 표

시된다. 표지뒷면에는 ISBN과EAN이나란히기재되고판권면에는 ISBN만이표시된다.

가. 국제ISBN관리기구가입및활동

국제ISBN관리기구(Int’l ISBN Agency)는 1972년 독일 베를린에 있는 프러시아문화재

도서관(현재 베를린국립도서관)에 설치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에 국제ISBN관리기구

로부터 국가번호‘89’를 배정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관리기구인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문헌번호센터는 1990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연구과

에 설치되어, 1990년 8월 24일 ISBN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국제ISBN관리기구에 공식 가

입하 으며, 1991년 9월 30일부터 ISBN 발행자번호신청·접수를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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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ISBN관리기구에 자료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ISBN기구에서 발행하는 PIID(Publishers’International ISBN

Directory)에 수록될‘Korea Publisher’s Data’로 2003년분 신규 데이터 1595개·수정

데이터200개, 2004년분신규데이터 1667개·수정데이터 776개를등록하 다.

나. ISBN제도운 과현황

ISBN 부여 대상 자료로는 도서(정부간행물, 교과서, 참고서, 만화 포함), 팜플렛(선전용

제외), 복합 매체 출판물, 점자 자료, 교육용 비도서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출판물이 있을

때), 전자출판물, 마이크로 형태 자료, 책자 형태의 지도 등이 있다. 최근에는 출판 형태가

단행 도서에서 패키지 형식의 혼합 자료로 발행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용 비도서자료를 비

롯해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표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e-

book에 대한 번호 부여도 하고 있다. 도서에 대한 ISBN 표기율은 약 80% 내외로 그중 시,

소설 등의 문학류가 95%에 이르고, 기술 공학 분야는 표기율이 다소 떨어지는 등 주제 분

야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1992년에는 ISBN의 한국공업규격(KSC 5862)이 제정되었고‘한국문헌번호 발행처명

감’을 발간하 다. 1년 뒤인 1993년에는 ISBN 데이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1996년

부터는 공중 정보 통신망(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BNK)을 통하여 ISBN 온라인 서비스

를 시작하 다. 1997년에는 내용분류기호표에 KDC4판의 적용을 시행하 고, 1998년에는

ISBN 배정 발행처 설명회를 개최하고‘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1999년에는 4자리, 5자리의 발행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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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관리 기구 International ISBN Agency

소 재
독일 베를린국립도서관

2006년 국의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s)로 업무 이관

가 입 국 169개국

국가센터 도서관, 혹은 출판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

설립 요건

주요 기능
국가번호 배정, ISBN 시스템 전반 감독,

ISBN 리스트 배포, ISBN 관련 국제 회의 주관

발간 자료
Publishers’International ISBN Directory,

ISBN Review, ISBN Newsletter

관련 회의 및 기구
International ISBN Agency Advisory Panel Meeting(센터장 회의)

아시아·태평양 ISBN 회의, 각 국가별 위원회

[국제ISBN관리기구]

creo




요청이급증함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하여국제ISBN관리기구와협의하여발행자번호자

리수를 재조정하 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65호로‘한국문헌번호센터설치및운 규

정’을제정하 다.

2000년 2월에는‘ISBN 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실행 계획(안)’을 보고하 고, 5월에는

디지털조선일보를 통해 ISBN 도서 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 다. 또 4월부터 8월에

걸쳐 편람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4회 개최하 으며, 11월에‘한국문헌번호편람-

ISBN/ISSN’개정4판을 발간하 다. 이어 12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ISBN 발행자정보와도서정보를온라인으로실시간제공하고있다.

2004년 말로 ISBN 가입 출판사는 총 1912개 처로 2002년 1584개 처, 2003년 1781개

처에 대비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도 발행자번호 배정 현황을 보면 4자리는

104개 처, 5자리는 478개 처, 6자리는 1330개 처로 6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가장 많은 수인 6자리 번호는 신규 출판사에게 배정하고 있는데, 출판사는 배정받은 발

행자번호의 사용 가능한 서명식별번호를 모두 사용한 후 추가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발행자번호를 갖는 출판사가 증가하기 시작해, 심지어 3개의

발행자번호까지배정받은출판사도나타나고있다.

ISBN 도서정보는 1993년 3월부터 DB 구축을 시작한 이후 2004년에 발행한 6만 1265

건을 포함해 총 39만 3775건이 구축되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서비

스되고 있다. 또 출판사에서는 한국도서번호 통보서를 작성해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전송했

을경우, 도서관홈페이지의한국도서번호등재부검색에서새로운 ISBN 도서정보의부여

여부를확인할수있어출판전에 ISBN의중복사용을방지할수있게되었다.

2004년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처리를 한 실적은 발행자번호의 경우

총 배정 1912개처 중 1597개처로 평균 83.5%에 이르 다. 또 한국도서번호 통보서의 경우

총 통보 6만 1265건 중 온라인 통보가 5만 9096건으로 평균 96.4%에 달해, 2003년도 온

라인신청통계배정63%, 통보 81%에비해해마다온라인신청이증가하고있다.

다. 교육및기타활동

1) ISBN 사용자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ISBN 사용자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

고 있다.

2000년에는 제도 가입 발행자 1316개 처를 대상으로 주 2회(화·목)에 걸쳐 ISBN 사용

법에 대한 신규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 다. 이후 2001년부터 2002년에도 ISBN 사용법

에 대한 신규 교육 및 기배정 발행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 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

및 한국문헌번호편람 활용 등으로 교육 인원이 감소하 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신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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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받는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4년에는 ISBN 가입 발행자

1912개처를 대상으로 주 2회(화·목)에 걸쳐 ISBN 사용법에 대한 신규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 다.

2) ISBN 오용사례실태조사

한국문헌번호센터는 2000년부터 꾸준히(1998년 5월부터 분기별로) ISBN 오용 사례 실

태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번호 오용 및 바코드

활용 실태를 파악한 후 오용 책수로 조사된 출판사에 오용 내역을 통보하는 등 ISBN의 올

바른사용을위해노력해왔다.

2004년 3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오용 사례 실태 조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

본된 도서 3650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도서번호 오용 및 바코드 활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5626책(오용률 15.4%)이 오용 책수로 조사되어‘3S 유통전략연구소’등 114개 출판사에

오용내역을통보하 다.

3) 인터넷을통한온라인서비스제공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000년 12월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SN) 관련업무를인터넷을통해처리하는온라인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에 따라 ISBN을 도서에 표기하고자 하는 발행자는 ISBN 발행자번호를 배정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자사가 배정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발행자 정보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출판사의 전자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하 다. 또 출

판예정정보인도서번호통보서도직접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 ISBN 오용 사례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체크 기호는 화면상에서 자동 계산됨에

따라 좀더 정확한 도서 정보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구축된 도서 정보도 이용자가 실시간으

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점이나 출판 관련 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사나

도서 정보의 검색뿐 아니라 사용자 매뉴얼인‘한국문헌번호편람’과 발행자 주소록인‘한국

문헌번호 발행처명감’도 분기별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

게했다. 

또한 ISSN 관련 업무도 ISBN과 마찬가지로 발행자 정보와 간행물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ISBN/ISSN을 배정받은 발행자(처) 정보와 도서 정보 및 간행물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한국문헌번호센터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함에 따라 이용

자들은DB로구축된이들정보를언제어디서나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ISSN 정보의 인터넷 서비스는 PO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점 등의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에게도 인터넷을 통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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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판사, 학회, 단체 등)에 대한 정보와 발간 예정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판

문화인프라확충에기여하고있다.

4) ISBN 사용자설명회개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는 1996년부터 ISBN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국제표

준도서번호(ISBN) 사용자 설명회를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

로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각 출판사의 ISBN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

서관 사서와 외부 강사의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료집과 사용법 CD-ROM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이는 출판물 및 문헌 정보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SBN의 사

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오용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ISBN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사용을유도하여그효율성을높이기위한재교육차원에서개최되고있다.

2001년 4월 처음 제작된 CD-ROM에는 한국문헌번호편람 내용을 수록하고, 장면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링크시켜 발행자 정보와 도서 정보 검색 및 도서번호통보서의

온라인입력이가능하도록했다.

이처럼 한국문헌번호센터는 정기적인 오용 조사와 함께 출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차원의

설명회를개최해ISBN에대한이해를높이며문헌및출판정보유통의효율화에기여했다.

5) ISBN POS 적용을위한사례발표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는 1995년 12월 20일 대강의실에서 출판물 및 문헌

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의 정착을 위해‘ISBN을 적용한 POS 운

사례발표회’를출판유통업체및전산관계자들을대상으로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현

규섭 공주대 교수, 이한우 교보문고 전산과장 등이 ISBN을 이용한 POS 운 사례 및 도서

관리시스템구축등에대한사례발표를했다.

6) ISBN 국제회의

국제ISBN관리기구에서는 매년 각국의 센터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ISBN에 관련된 중요

안건들을논의하고활동을보고하는회의를개최하고있다.

1993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1차 ISBN센터장회

의에는 조길숙 서지표준과장이 참석했으며, 1995년 10월 17일부터21일까지그리스아테네

문화센터에서 27개국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3차 ISBN센터장회의에는

성정희 사서가 참가하 다. 이 회의에서는 ISBN 활동 상황, 국제ISBN관리기구의 연구 계

획과 함께 1994년 ISBN 센터장 회의 보고가 있었다. 또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 : 국제표준작업코드)에 대한 연구, ISMN(International Standar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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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 국제표준악보번호) 경과보고, Non-Printed Book(인쇄매체가아닌도서)에대

한경과보고, 표준화와도서무역등 ISBN의활용에관한전반적인보고가있었다.

1999년 국 런던에서 열린 제27차 ISBN센터장회의에는 김미해 사서가 참가하 으며,

이후 2004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41개국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된‘제32회 ISBN 패널 미팅’에는 현묘자, 이화은 사서가 참석하 다. 이 회의에서는

ISBN 표준 개정 및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개정안 보고와 각국 ISBN 관리기구의 연회비 책

정, 2007년부터전면시행되는 13자리 ISBN 실행에따른개정사항등이논의되었다.

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이하 ISSN)

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출판물및문헌정보유통을효율화하기위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ISSN 8자리에2자리의부가기호를붙인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사용하고있다.

부가기호는권호를나타내는2자리의숫자로바코드상에만표시한다.

(예) ISSN 1 2 2 5 - 6 0 2 1

한국연속간행물번호의 표시는 ISSN과 EAN(European Article Number)을 나란히 기

재하는데, ISSN 코드는 OCR-B문자로 표시하고 EAN과 부가기호는 바코드 형식으로 표

시한다. 표시 위치는 ISSN만을 표시할 때는 표지 앞면 우측 상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표지앞면좌측하단에하는것이원칙이다.

가. 국제ISSN관리기구가입및활동

ISSN은 전 세계에서 간행되고 있는 신문, 잡지, 연감 등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하나의 고

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연속간행물

데이터시스템(ISDS: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에원천을두고있다.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은 1971년 유네스코(UNESCO)와 국제학술연합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cience Union)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세계 과학 정보

유통 체제의 가능성 분석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정보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고 있는 학술 잡지는 이를 인용하는 각종 학술지의 기술 형식

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학술지 등록 제도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권고하 다. 이 권

고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ISDS)을 총괄할 국제센터(ISSN

International Center)를 1972년 11월 6일 파리에 설립해 1976년부터 국제센터로서 정식

활동을하고있다.

2004년현재전세계 76개의국가센터가활동하고있으며 117만 515종의연속간행물데

이터가국제센터에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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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하고, 1991년 8월

27일 ISSN국제센터와 정식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의 ISSN국가센터(ISSN Korea

Center)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 다. 이에 따라 국제센터로부터 ISSN 가용번호

5000개를 배정받아 1992년 5월부터 학술 잡지에 ISSN을 배정하기 시작하 으며, 그해 9

월부터는일반잡지에대해서도 ISSN을배정하기시작하 다.

2004년 말 현재 ISSN 한국센터가 국제센터에 등록한 데이터 수는 총 7249종이다.

ISSN국제센터에 등록된 데이터는 ISSN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나. ISSN 제도운 과현황

ISSN의 부여 대상 자료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연속간행물, 도서에 포함된 각 개의 연

속적인 부록, 연간서(보고서, 연감등), 학술지, 화보, 회의록, 회의보고서, 신문, 단행본총

서 등이다. 발행자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간행물 견본, 간행물 등록증

(일반 잡지)을 제출하면 ISSN이 배정된다. ISSN을 받은 간행물은 번호가 표시된 첫호를

센터로우송해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ISSN 한국공업규격(KSC 5849)을제정하고, ISSN 제도운 과

ISSN 형식 제정 및 표준화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 편람

(ISDS Manual)’을 발간하 다. 1995년에는 ISSN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ISSN국

제센터에서 국내 자료에 대한 ISSN 정보 입력을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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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관리 기구 ISSN International Center

소 재 프랑스 파리

가 입 국 76개국

국가센터 설립 요건
자국에서 간행되는 모든 연속간행물을 입수할 수 있거나 납본, 또는 국가서지와 관련이

있거나 저작권 기관으로 대규모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어야 함

국가센터 가용 범위(번호) 배정, 기계 가독형 ISDS 파일 축적, 국가센터 및 이용자에

주요 기능 대한 ISSN 서지 데이터 보급, 국가센터 설립 촉진, 국가센터 서지 및 전산요원 훈련 지원,

관련 국제 조직과의 협력, 미가입 국가ㆍ국제 조직 간행물 표제 등록 및 ISSN 배정 등

발간 자료
(Informativo)IBICT, ISSN Compact(CD-ROM), 센터장 회의 회의록,

OSIRIS Users’Group 회의록,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entre(총회),

Meeting of the Governing Board(이사회),

관련 회의 및 기구 Meeting of Directors of the ISSN Centres(센터장 회의)

Meeting of the OSIRIS Users’Group 이사회 사무국, 기술자문위원회

[국제ISSN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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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데이터베이스를 국립중앙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국제센터에 데이터 발송을 위한 ISSN 한 로마자번자 ISO 규정(ISO/TR

11941)을채택하 다.

1999년에는 국제센터로부터 ISSN 가용 번호 2000개를 추가 배정받았으며, 그후 2003

년에 2000개를또추가수령하여2004년현재 9000개의 ISSN을사용중이다.

ISSN 한국센터에서는 2004년 말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중 학술지 5066종,

일반 잡지 3370종 등 총 8436종에 ISSN을 부여하 다. ISSN이 배정된 연속간행물은 국

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ISSN 간행물 정보와 발행자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

공되고 있다. 2004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처리가 2004년 ISSN

배정 756종대비 701종으로평균92.7%에이르 다.

ISSN 배정 간행물의 발행 형태를 살펴보면 책자형 간행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판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CD-ROM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ISSN 부여도 증가하고 있

다. 2004년까지 온라인 간행물 27종에 ISSN이 부여되었는데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온라

인간행물(웹진)에대한번호배정이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다. 교육및기타활동

1) ISSN국제센터에데이터등록

2004년에는 ISSN Compact(CD-ROM)에 수록될 Korea Serials Data 중 1337종의

신규 데이터를 ISSN국제센터로 발송하여 등록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말로 ISSN한국

센터가 ISSN국제센터에 등록한 데이터 수는 총 7249종에 이른다. ISSN국제센터에 등록

된데이터는 ISSN 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국제적으로상호활용되고있다.

2) ISSN국제센터와의협력

ISSN한국센터에서는 국내 발행자가 신청한 ISSN 배정뿐 아니라, ISSN국제센터에서

입수한 한국 연속간행물에 대한 ISSN 배정 요청에도 응하고 있다. 또한 다른 ISSN국가센

터의 ISSN 데이터 확인 요청에 대해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총 52건

의 데이터를 처리하 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과 ISSN국제센터 간 쌍무 협약에 의한

ISSN 연회비를 지급하고 있다. 연회비는 회원국의 GNP 및 ISSN국제센터에 등록된 데이

터양에따라2년마다개최되는 ISSN 총회에서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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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배정 현황]
(단위: 종)

연 도 ‘91 이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배 정 463 842 338 585 337 505 427 608 781 776 706 580 732 756

누 계 463 1,305 1,643 2,228 2,565 3,070 3,497 4,105 4,886 5,662 6,368 6,948 7,680 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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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N 매뉴얼발행

1993년에는‘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편람(ISDS Manual)’을 발간하 으며, 2004

년 7월에는 2003년 국제센터에서 발행한‘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편람(ISDS)’개정

판을 번역해‘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편람: 목록편’1400부를 발간해 1215개처에 배포하

다. 이 개정판은 ISSN 목록규칙, ISBD(S)(국제표준서지기술법 연속간행물용),

AACR2( 미목록규칙)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들 규칙을 전자 자료에 적용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4) 설명회및강연회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ISSN의 효과적인 운 을 위해 설명회와 강연회를 개최하 다. 1991

년에는 ISSN 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ISDS 전문가 초청 강

연회’를 11월 11일(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과 13일(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강당)에 개최

하 다. 강연회는 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가이트(Gujt)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유엔개발계획) 한국주재대표의 환 사에 이어‘ISDS의 현황과 발전

방향’등의강의로진행되었다.

5) 국내학술지 ISSN 부여여부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한 국내 학술지 등급 부여 조사 연구 결과

인 A, B등급 학술지 550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부여 여부를 조사

했다. 그 결과에 따라 ISSN 미부여 21종과 연속간행물명을 변경한 학술지 12종에 ISSN을

부여하 다.

6) 실무자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ISDS 국제센터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교육에 참가해 ISDS 데이터베

이스구축및운 기술을습득하여보다효율적인업무를추진하고있다. 1992년에는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ISDS 국제센터에서 열린 실무자 교육에 한국문헌번호

센터의 박성철 사서가 참가해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서지적 기술과 컴퓨터 분야에 대

한내용을습득하 다.

7) ISSN 센터장회의

ISSN 국제센터에서는 활동 보고 및 ISSN 현안 문제(포맷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

년 ISSN 센터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10월 17일부터 21일까

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0차 ISSN 센터장 회의에 박성철 사서가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연회비(ISSN 사용자의 비용 부담 문제), 다른 매체로 간행되는 연속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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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문제, DB의 상업성 문제(발행자 주소 등), 국가 간의 네트워크 문제 등이 토의되었으

며전자출판물에관한프랑스납본법도소개됐다.

제4절 서지및간행물발간

1. 서지발간의변천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개관 이후한정된 예산으로국립도

서관의 중요성과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부진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각종 출판물 간행 사업을 전개했다. 서지 사업은 1963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한

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자료 정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인 분류표, 목록 규정, 장

서목록등을발행했다. 

이같은 서지는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 중에서 이용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료를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1991년 도서관및독

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한 납본 제도를 운 하는 국가서지 통정 기관으로서 동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문헌을 수집·보존할 의무와 이를 연구 활

동에적절히제공할의무에따라각종서지를편찬보급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서지는‘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연간), ‘장서목록’(연간),

‘외국도서종합목록’(연간), ‘학술논저총합색인’(연간)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전시 도서 목록 등의 서지와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있다. 국립중앙도서

관은 서지 배포를 통해 관련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소장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며

우리나라도서관계전반의활동을지원하 다.

서지 발간 업무는 1988년까지 조사연구과에서 맡아 오다가, 1989년 조직 개편을 통해

협력연구과에서 각종 서지 작성의 효율화를 도모하 다. 1991년에는 서지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서지표준과를 신설하고 서지 발간을 비롯한 각종 표준 업무를 다루었으나, 1998년 직

제 개편으로 서지표준과가 해체되며 자료조직과에서 자료 발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 말 직제 개편으로 서지 업무는 도서관정책과, 자료기획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

며, 각종 서지와 간행물 발간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 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간행물편찬위

원회의심의를거쳐발행하고있다.

2. 국가서지

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납본 도서에 대한 목록인 경찰국납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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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문헌보국’에 매월 게재했다. 해방 이후 군정법령에 의하여 모든 출판물을 미군정청 여

론국에 납본하게 되었고, 1946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군정청 여론국에 납본된 도서

를이관받아보관하게되었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의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과 1965년의 도서관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086호)에 의하여 1965년부터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납본받아 국

가문헌을 수집, 보호해야 할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3년 이

후 도서관법은 1987년(법률 제3972호)에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1991년에는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47호)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외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관,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을 위하여 납본을 받도록 되어 있

다. 또 납본받는 자료에 대해서도 구법(1963년에 공포된 법률)의 관보, 도서, 기타 간행물

이란 단순한 표현에서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지도, 슬라이드, 전산화 자료 중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크, 창작된 마이크로 형태 자료 등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으로써 국내 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한 납본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서지 통정을 위한 국가

적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1994년에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에서도납본대상자료는특별한변화없이이어지고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자료가 납본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65년부터‘출판물

납본월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편 이 자료의 연간 누적판인‘대한민국출판물총

목록’을발행하 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의 서지 사항을 수록하여 목록의

표준화와 출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서지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부터 1962년

까지의 국내 발행 출판물에 대한 한국 최초의 서지인‘한국서목(韓國書目)’에 이어 납본 제

도가 시행된 1963년부터 1964년의 간행물을 수록하여 1965년에 발행한 것이 그 시작이었

다. 이후 1965년부터 1971년까지는 속보인‘출판물납본월보’를, 1973년부터는‘문헌정보’,

1994년부터는‘납본월보’를축적하여발간하 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내용은 납본월보에 게재한 순서의 방법과 동일하 다. 대한민

국출판물총목록(1963~1964)이 한국서목과 다른 점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수록하지 않

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권말에 서명 색인과 저자명 색인을 둔 점이었다. 편집 체제

에 있어서 1965년부터 1975년까지는 박봉석 편 한국십진분류표에 의해 대분류하고 목록은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 다. 정부간행물은 기관별로, 일

반도서는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저자명 기본 기입을 원칙으로 했으며, 정기간행물은 표제

(誌名) 기본표목으로배열하 다.

1978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학위논문, 아동 도서, 축차간행물

등 5개 부분으로 편성하고 권말에 서명 색인을 수록하 다. 정부간행물은 발행 부처별로

나누어 다시 서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일반도서, 학위논문, 아동 도서는 한국십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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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박봉석 편)으로 주제 구분하여 저자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 다. 또 축차간행물은 잡지

와신문으로대별하여표제의가나다순으로배열하고권말에서명색인을두었다.

1982년부터는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학위논문, 아동 도서, 특수 자료, 연속간행물 등 6

개 부분으로 나누어 주제는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에 의해 구분하 고 목록 기술은 한국문

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에 따랐다. 정부간행물은 정부기관명으로 분류하고 동일 기관 아래

에서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고서 및 아동 도서는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의 가나다순으

로, 연속간행물은 신문과 잡지로 구분한 후 지명의 가나다순으로 수록하고 출판지는 지방

명만기입하 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1987년부터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행할 정도로 내용이 증가

했다. 수록 내용도 1989년까지는 상권에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비도서자료, 학습 도서, 교

과서, 아동도서, 연속간행물, 색인등을수록하고, 하권에는학위논문만을수록했다.

1990년부터는 상권에 수록되는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고서, 아동 도서, 교과서를 전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출력물을 그대로 마스터 인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하권에는

전산 입력되지 않은 학습 도서,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색인(서명, 저자명)을 활판으로 인

쇄하여 실었다. 또한 도서관법의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을 조직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1994년부터는 납본월보를 1년 동안 축적

하여 이를 다시 총목록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출판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한 목록과 동시에 과거에 이미 출판된 출판물에 대한 목록도 필요하다는

인식에따라8.15 이후도서관법에의한납본이실시되기이전까지의종합목록도출판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상권에는 일반도서를, 하권에는 정부간행물, 아동

도서, 교과서, 학습 참고서, 한장본,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을, 권말에는 색인, 통계를 수

록했다. 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은 저자명·서명·총서명 색인이, 아동 도서는 주제 구분

없이 서명·저자명·총서명 색인이 수록되었으며 연속간행물, 교과서, 학습 참고서 등은

색인수록에서제외되었다.

일반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에 의거하여 주제별로, 아동 도서·교과서·학습 참고

서·한장본·점자 도서·연속간행물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비도서자료는 매체별로 구분

한 다음 다시 형태별로 구분하 으며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다. 상·하권 각

1200부씩 2400부를 발간해 전국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주요 정부기

관의 자료실, 각종 학교도서관, 정부간행물 납본처 등에 배부하 으며 지원협력과에 국제

교환처교류용으로 150부를제공하 다.

책자 형태로 발간되던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2004년부터 CD-ROM 형태로도 발간되

었다. 2004년에 발간한‘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2003’CD-ROM은 자료 구분별 검색, 연

산자 검색, 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자료 전체를 한눈에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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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징할 수 있는 범주 보기 기능을 제공했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2003’에는 일반도서 3

만 1530책, 156개 정부기관의 간행물 5370책, 아동 도서 7681책, 교과서 936책, 학습 참

고서 1420책, 한장본 93책, 점자 도서 7책, 비도서자료 6209책, 연속간행물 1만 5400책이

수록되었다. 총 1200매의CD-ROM을제작해배포하 다.

나. 대한민국국가서지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량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국가서지의 형태를 도서에서 DVD

로 변경하 다. 형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서지로서 내실을 기하

기 위해 수록 데이터를 확대함으로써 명칭도 기존의‘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서‘대한민

국 국가서지’로 변경했다. 자료 수록 범위도 당해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에서,

1945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와 당해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 목록 등록 자료,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공

공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 정보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로 확장하 다. 자료 수록 범

위의 확장으로 기존 CD-ROM에는 전체 데이터를 모두 수록할 수가 없어 용량이 큰 DVD

에데이터를수록하여발간하 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4’는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자료 구분별 검색, 연산자 검색, 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자료 전체를 한눈에 브라우징할 수 있는 범주 보기 기능을 제공하 다.

또 MARC 데이터를 KS 문자코드와 유니코드(UTF-8)를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MARC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외국의 이용자를 위하여 언어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 도움말과 검색 항목, 메뉴, 안내 문구

등을 어로열람할수있도록하 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4’에는 1945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180만 4000건, 2004년에 발행된 KOLIS-NET 자료 1만 2000건, KERIS 자료 1만

4000건 등 총 183만 건의 서지 데이터가 수록되었다. 총 2000매의 DVD를 제작해 국립중

앙도서관 60주년 기념 행사와 국제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600매를 배부하 고, 전국 공공

도서관 372개처, 전문·특수도서관 98개처, 대학도서관 371개처, 주요 정부기관 자료실

105개처, 각종 학교도서관 34개처, 정부간행물 납본처 23개처 등에 1012매를 배부하 으

며, 정책자료과에국제교환처교류용으로250매를제공하 다.

다. 문헌정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서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문헌의 출

판 상황을 널리 알리는 한편 수서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이

는‘정책자료속보’와 납본 제도 시행 후 1965년 5월부터 납본되는 자료를 수록한‘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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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월보’를 한데 묶어 신속한 서지 정보의 제공과 대정부 봉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

기위해발간하 다.

문헌정보는 1972년부터 매월 말일 월 1200부로 발간되어 주요 정부기관, 출판사, 각급

도서관에 배부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납본 자료 및 신착 자료를

수록해 공간행물, 일반간행물, 학위논문 순으로 편성하 다. 1983년까지는 국가 행정 업무

에도움이되는납본자료및신착자료를국내외를망라하여수록하 으며, 서양서는DDC

분류 체계에 의하여 각 유별마다 항목을 내세우고 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 다.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하단 우측에 청구기호를 명시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했다.

1984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신착 자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자료

수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서지 기술을 충실히 함으로써 정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서지 기술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따랐으며 각 항목의 하단에

KDC와 DDC의 분류기호, 전산 입력된 제어번호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작한 인

쇄카드 이용을 편리하게 했다. ‘문헌정보’는 1994년 1월 간행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납본

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지명이‘납본월보’로변경되었다.

라. 납본월보

납본월보는 매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의 서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가

문헌의 출판 정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수서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국가서지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로 납본 제도가 시행되면서

1965년 5월부터 1968년 1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납본된 자료의 서지 정보를‘출판물납본

월보’라는지명으로월간으로간행하기시작하 다. 이후 1969년 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2년간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보인‘도서관’에 납본 자료를 소개하 고, 1971년 1월부터

1971년 12월까지는 납본월보(반월간)로 발간하다가 197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문

헌정보’(월간)로 발행하 다. 1994년 1월 간행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납본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지명을다시‘납본월보’로환원하여연 10회(1/2월, 7/8월합본)로발간하 다.

1994년도 납본월보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정부간

행물, 일반도서를 수록하 다. 서명 목록, 출판사명 목록, 저자명 목록의 3개 체제로 편성

하 는데 서명 목록은 본서명의, 출판사명 목록은 출판사명의, 저자명 목록은 저자명의 기

호, 숫자, 문자(ABC순), 국한문체(가나다순) 순으로 배열하 다. 각 목록의 기술 방법을

살펴 보면, 서명 목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적용하고 본서명을 표제어로 선정

하여 기술하 고, 출판사명 목록은 출판사명, 서명, 저자 사항, 가격을 기술하 으며, 저자

명 목록은 저자명과 서명 사항을 기술하고 저자명은 공저자, 역자 등 저작에 관련된 인명은

모두표제어로선정하 다.

1997년도 납본월보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외에 아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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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도서자료를 추가 수록하 으며, 일반도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부가기호 중

내용 분류인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에 따라 주제 구분을, 정부간행물은 정부 조직법에 의한

기관순으로, 아동 도서는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비도서자료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다. 전국 공공도서관, 전문·특수 도서관, 대학도서관, 주요 정부기

관의 자료실, 각종 학교도서관, 정부간행물 납본처 등에 배부하 고 지원협력과에 국제교

류처교환용으로매호50여부를제공하 다.

이후 납본월보는 2003년 12월호(32권 10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이는

2003년 5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던‘납본주보’의 인터넷 서비

스가활성화됨에따라인쇄본인‘납본월보’의효용성이감소되어취해진조치 다.

마. 납본주보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에‘납본주보’를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보는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에 제출(납본)된 자료들의 서지 사항

을 주간 단위로 온라인 서비스하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분을 8주간 수록한 후 새로

운 한 주가 추가되면 첫 수록 한 주분을 삭제하고 있다. 수록 범위와 내용은‘납본월보’인

쇄본과동일하며매주월요일에해당주내용분을게재하고있다.

납본주보에는 일반도서·정부간행물·아동 도서·비도서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도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부가기호 중 내용 분류인 한국십진분류법 4판에 따

라 주제 구분을, 정부간행물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순으로, 아동 도서는 서명의 가나다

순으로, 비도서자료는매체별로구분하여자료명의가나다순으로배열하 다.

바. 한국문헌목록정보

‘한국문헌목록정보(Korean MARC on CD-ROM)’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1900년

이후 발행된 국내 문헌 중 단행본 및 학위논문 등에 관한 서지 정보를 CD-ROM에 수록한

것으로 1994년부터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성한 서지 데이터는 홈페이지상의 웹

OPAC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한국문헌목록정보는 이에 대한 백업 기능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 시 복사 목록(Copy cataloging)으로도 널리 활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지

데이터의표준화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었다.

1994년 처음 발행된 한국문헌목록정보는 1995년부터 연간 2회에 걸쳐 봄·가을호로

발간되었고, 1장으로 제작되던 것이 수록 목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1999년부터 일반도

서와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2장으로 제작되었다. 1994년부터 1995년 봄호까지는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다가 1995년 가을호부터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판

매하 다.

이후 많은 도서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 정보를 서비스하고, 공공·대학·전문도서

181제3장 _자료 조직과 국가 서지 활동



관 등 관종별 종합 목록 DB 구축이 활성화되어 인터넷을 통한 목록 정보의 활용 기회가 많

아짐에 따라 CD-ROM 형태의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던 한국문헌목록정보는 2003년 봄호

를끝으로발간이중단되었다.

3. 목록·색인

가. 외국도서종합목록

국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 도서에 대한 목록을 1부씩 제공받아 단일 목록으로

편성한 종합 목록이다. 목록마다 소장 도서관명을 표시하여 도서의 소재를 밝혀 학술 연구

를 촉진하고, 각급 도서관에서 자료를 중복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며, 공동 수서 계획의 수

립및도서관상호대차제도를장려하는중요도구로발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내 도서관이 소장하는 외국 문헌 전반에 걸친 종합 목록

작성을위해 1차로 1969년 2월 20일국립중앙도서관에서서울시소재 12개주요도서관대

표들이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바탕으로국립중앙도서관이세부계획을수립하 다.

이 사업은 그 중요성과 함께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1969년 5월 26일 아시아재단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를 인정한 동 재단에서 1969년 11월 20일 착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차로 1969년 12월 17일에 다시 12개 도서관 실무자가 모

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성한 계획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1970년부터 종합 목록 편찬에 착

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에서 마련한 종합 목록 편찬에 관한 협정서를 전국 43개 주요

도서관에 발송하 다. 그 결과 외국도서종합목록 편찬 협정에 찬성한 46개 학술도서관의

협조를얻어 1970년초부터종합목록편찬에착수하 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첫 종합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외국도서종합목록 1970’이 1971년

8월 31일 발간되어(4.6배판 1275p. 900부) 전국 도서관과 학술연구기관에 배포되었다.

외국도서종합목록의 원고는 초기부터 1990년까지 각 회원 도서관에서 보내 온 카드 목록

을 배열하여 타자기로 작성하 다. 1991년부터 서양서 부문은 UTLAS의 서지 데이터베이

스인 CD-CATSS를 활용해 검색 후 다운로드를 통하여 외국도서종합목록 파일을 생성하

고 원고를 출력하여 마스터 인쇄하 다. 동양서 부문은 각 도서관에서 보내 준 원고 작성

용 목록을 보고 그대로 워드 작업으로 작성해 인쇄하 다. 본문의 기술 형식은 단위 카드

형의 목록으로 하 으며, 서명을 표제어로 선정하여 배열하 다. 권말에는 저자명 색인을

두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종합 목록 협정 가입 도서관은 초기의 46개 기관에서 거의 2배로 성

장하 고, 1991년에는 124개 기관이 협정에 가입하 다. 발간 부수는 1970년 처음 편찬 시

900부로 출발하여 1971년에 800부, 1973년에 700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3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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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이후에는 500부로조정하 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외국도서종합목록은 관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발

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 다.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

려움이 있었다. 또 외부적으로도 1996년 12월에 대학도서관 종합 목록을 주요 기능으로 한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설립되었다. 이러

한 향은 연 1회 발행되는 외국도서종합목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종합 목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는 관내 여론을 형성하 다. 이에 따라 외국도서종합목록은 1996년 발행된

‘외국도서종합목록 1995’를끝으로발간이중단되었다.

나. 학술논저총합색인

일반서지가여러주제를다루고있는것에비해주제서지는특정주제에관한자료만을

수록하고있는서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1년 3월부터 뉴스레터인‘학술교류(學術交流)’의 발간을 중단하

고, 더욱 실용성 있는 학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도서관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제 서

지인‘학술논저총합색인(學術論著總合索引)’을 간행하기 시작하 다. 

학술논저총합색인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그 주제와 관련해 1945년 이후 발간된 논

문, 일반도서,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

한 색인이다. 

제1집(1973)부터 제8집(1980)까지는‘도서관’의 별책 부록으로 발간되었다가 제9집부

터는 독립하여 발간되기 시작하 다. 1999년까지 주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를 주제

로 하여 발간되었다.

편집체제는수록하고자하는주제의내용을KDC 등의분류표를참고하여세부주제로나

누고, 이를 다시 저자명을 표제어로 선정하여 단행본은‘單’, 학위논문은‘學’, 연속간행물 게

재논문은‘論’으로구분하여서명이나기사명을게재하 다. 권말에는서명색인을두었다.

발간 부수는 초기에 500부로 시작하여 1986~1996년에는 600부, 1997~1999년에는

1000부를 발간하 다. 한편 학술논저총합색인은 1999년에 발행된 제27집‘사회복지’를 끝

으로발간이중단되었다.

다. 장서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록하여 도서관과 학계의 연구·조사 활동에

도움을주고자전체장서에대한목록을연차적으로발행하 다.

1945년 이전에 수집한 일서에 대해서는‘장서분류목록(藏書分類目錄)’전 5권으로 간행

하 으며, 1945년 이전과 이후에 수집한 한국 고서에 대해서는 각각‘고서목록’을 1~2권과

3~5권으로, 1945년 이전에 수집한 중국·일본 고서에 대해서는‘외국고서목록(外國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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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錄’전 4권으로, 1945년 이전과 1945~1973년에 수집된 서양서에 대해서는‘장서분류목

록’각각 1권과 2권으로, 그리고 1946~1983년까지 수집된 동양서에 대해서는‘장서목록’

전 10권으로발행하 다.

1961년 10월 20일 간행된‘장서분류목록’제1권은 일서 14만여 책을 부문별로 수록했는

데 내용은 1문(철학·종교)과 2문(교육·사회)이었다. 목록 기술은 서명·저자명·간행년

도·판차·크기·발행지·책수및분류기호순으로하 다.

한편 1962년 5월 14일에 간행한 제2권의 내용은 3문(법률·정치)과 4문(경제·통계)이

었고, 1962년 8월 20일에 간행한 제3권의 내용은 5문(어학·문학), 1962년 12월 20일에

간행한 제4권의 내용은 6문(역사·지리), 7문(이학·의학), 8문(공학·군사)이었다. 1963

년 3월 31일에간행한제5권의내용은9문(산업·예술)과 10문(전서·잡서)이었다.

고서에 대해서는 1956년‘고서부분류목록(古書部分類目錄)’이 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목록은 장서를 고서부, 신서부, 서서부 등 3부로 구분하던 시대에 1956년 1월 당시의 본

관 고서부 장서 13만 7809책 중‘조선문’에 속하는 1만 1987부 4만 9638책을 수록하여 프

린트로발간한것이었다. 

이후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 동안 도서관 자료의 책자 목록화와 고서 종합 개발

계획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15만 권의 소장 고서를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1권씩 5권으로

책자목록을발행하 다.

1970년에 간행된‘고서목록Ⅰ’은 6229부 1만 8371책을 수록하 고, 1971년에 간행된

‘고서목록Ⅱ’는 5834부 2126책을, 1972년에 간행된‘고서목록Ⅲ’은 4497부 1만 9988책

을, 1973년에 간행된‘고서목록Ⅳ’는 4000여 종 1만 7000책을, 1980년에 간행된‘고서목

록Ⅴ’는2791종 8187책을수록하 다.

‘외국고서목록Ⅰ’은 1976년에 중국본 686종 5318책, 일본본 3684종 1만 4077책이 수록

되어 간행되었다. 1977년에 간행된‘외국고서목록Ⅱ’는 중국본 328종 3647책, 일본본

2789종 1만 104책이 수록되었고, 1978년에 간행된‘외국고서목록Ⅲ’은 중국본 585종

8555책, 일본본 3235종 9877책이 수록되었다. 1979년에 간행된‘외국고서목록Ⅳ’는 중국

본398종 1만 3058책, 일본본 3550종 1만 2598책이수록되었다.

1973년에 간행된‘장서분류목록 1’은 1923년부터 1945년까지 수집된 자료 1만 2146종,

1만 6703책을 수록해 분류기호순으로 배열하고 동일 분류기호 안에서는 어의 알파벳순

으로 배열하여 표목(저자를 기본으로 함), 분류기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태

사항 등을 기록했다. 1974년도에 발간된‘장서분류목록 2’는 1권과 같은 체제로 편집하

는데 1만 8052종, 3만 6089책이수록되었다.

또 1982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1945년부터 1983년까지 수집된 동양서 42만 9676책에

대한‘장서목록’이 총 10권으로 발간되었다. 이 목록은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 편)에 의한

분류순으로 배열되었으며 동일 분류기호 내에서는 표목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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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문서해제

고문서해제는 학술 활동과 일반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서 1만여 점을 목

록겸해제하여발간한자료이다.

1972년에 발행한 제1권은 토지문기(土地文記), 호적(戶籍), 소지(所誌), 자문(咨文) 등

7747권을 수록했다. 1973년에 발행한 제2권은 교지(敎旨), 공물문서(貢物文書), 시권(試

券), 노비문서, 서한문, 기타를 5900점수록하 다.

마. 선본해제

선본해제는 고서 종합 계획에 따라 본관 소장 고서 중 귀중본만 골라 연차적으로 해제하

여발간한것이다.

1971년 해제한 제1권은 귀중본만, 제2권은 필사본 중 희귀본만, 제3권과 제4권은 문집

중 명인 거질(巨帙)을 수록하 다. 제5권은 2003년에 해제하여 발간하 고, 제6권은 2004

년에해제발간했다.

바. 기타목록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색인 목록(1969)

문교부에서는 학술 진흥 풍토의 조성을 위해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200부씩 발간하 다. 1969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보고서를 문교부에

서 직접 받아 학문 분야별로 합철·제본하는 것 외에 연구자들에게 해당 전문 분야의 검색

을 쉽게 하고 관련 학문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그 효

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 연구보고서에 대한 종합 색인 500부를 별책으로 편

집발간하 다.

수록 범위는 1968년도분 연구보고서를 총망라하 다. 기술은 저자명을 표목으로 하고

인명은 한 로 표기한 다음 한자명을 괄호 안에 기입하여 동일음의 저자명을 구별할 수 있

게 하 다. 이처럼 인명을 표목으로 하여 음순에 따라 배열하는 동시에 각 연구 논문에 주

제를 주었으며, 주제 역시‘가나다’순에 따라 인명과 같이 혼합하여 배열해 누구나 쉽게

인명 또는 연구 주제명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하 다. 또 서명(논제명)만을 따로‘가나다’

순으로배열하여인명, 주제명, 서명어느것으로든지신속하게검색할수있게했다.

◆한국교과서목록(1979, 1980, 1981)

국립중앙도서관은 1979년도에 1945년부터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국립중

앙도서관을포함하여34개도서관소장본과문교부및출판사발행목록을근거로조사하여

그내용을수록한목록을발행했다. 또 1980년도에발행한목록에는1979년에발행된‘한국

교과서목록’에서 누락된 부분과 당관에 1980년도에 소장된 교과서를 수록하 다. 1981년

발간목록은그간발간된목록의누락분과1981년에수집된교과서목록을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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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 관계 자료 목록(1980)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교육 과정 관계 도서와 학술 잡지, 논문

집, 연구보고서등의목록을수록한자료집을 1980년발간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올림픽 및 체육 관계 자료 목록(1982)

1988년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인들과 체육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당관소장자료중올림픽및체육관계자료목록을총집성하여1982년발간하 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해외 한국 관계 자료 목록(1983)

19세기 말 프랑스 유출 한국 자료 113종과 프랑스, 독일, 소련 등에서 발간된 한국 관계

자료309종을마이크로필름으로복제하여수집한목록으로 1983년에발간하 다.

◆(1950년 이전) 국외 발행 한국 관련 자료 목록(1997)

1950년이전국외에서발행된한국관련자료의단행본, 논문, 연속간행물기사등 2029

항목을수록하여 1997년발간하 다.

4. 일반간행물

가. 도서관

‘도서관’은 1946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보로 창간된 이래‘문원’, ‘국립도서관보’,

‘도서관’, ‘圖書館’등의 제호 변경, 6.25 전쟁 발발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발간 중단과 속

간 등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1966년 1월‘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으며 도서관인들

에게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로, 연구자들에게 학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로서다양한역할을해왔다.

‘도서관’은 도서관 사업의 개발과 사회 인식이 일천하던 시기에 도서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하여 국립도서관으로 발족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1946년 3월 1일부터 3.1절

을 기하여 관보 형식으로 창간, 발행되었다. 4.6배판 크기의 팜플렛 4페이지로 등사한 빈약

한모양새 으나‘국립도서관보’라는제호로 1946년 12월까지 10호를발행하 다.

이후 1946년 7월 26일 인쇄기와 활자 등 인쇄 시설을 갖추며, 1947년 1월호(11호)부터는

국립도서관보‘文苑’이란 제호로 4.6배판 4페이지로 활판 인쇄하 다. 내용도 연구 논문,

신간 소개, 관계(官界) 소식, 잡지 색인, 열람 통계 등 다양하게 편집되었다. 1950년 3월호

(49호)까지 발행되었는데, 1호부터 49호까지 발행하는 사이에 14, 35, 38, 44, 46, 47, 49

호등 7개호는 8페이지로출간되었다.

49호까지의 각호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종합해서 열거해 보면 대략 권두언, 논문, 수

필, 도서관계 소식, 문화계 소식, 해방 후에 출판된 중요 도서 소개, 조선 관계 중요 도서 목

록, 신착 잡지 중요 기사 목록, 신착 증가 도서 목록, 본관 비치 신문 잡지 일람, 신간 소개,

도서 기증자 방명록, 1945년 이전 3대 신문 게재 국어·국문학 관계 연구 논문 목록,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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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등이게재되었다.

49호까지 나온 후 6.25 전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53년 11월부터 다시‘문원’이

란 제호로 50호부터 54호까지 발행되었다. 49호까지 종서로 조판 인쇄하던 것을 50호부터

는 횡서로 인쇄 발행하 고, 페이지 수도 12면으로 늘렸다. 50호(1953.11/ 2p), 51호

(1954.2/ 12p), 52호(1954.12/ 12p), 53호(1955.6/ 20p), 54호(1956.2/ 54p) 등의 내용은

평론, 도서관학 논문, 도서관계 뉴스, 관내 일지, 소설, 시 등으로 편집되었다. 1956년에 속

간된 54호는 페이지 수를 54면으로 늘리고 내용의 절반을 논문과 본관 신착 도서의 분류

목록을수록하여서지정보제공을확대하 다.

이후 1958년 7월에 55호를 발행하면서 1963년까지‘국립도서관보’라는 제호로 4.6배판

등사판으로 발행하 다. 그 사이에 77호만‘문원’이란 이전 제호로 발행하 는데, 55호부

터 88호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다가 89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하 다. 55호부터 77호

까지는 일반 논문, 도서관학 논문, 서지학 논문, 도서 목록, 수서 통계, 열람 실태 통계, 기

증자 방명록의 내용으로 발행하 고, 78호부터 100호까지는 새로 수서되는 도서의 목록만

을게재하여발행하 다.

예산 문제로 발행이 중단되었던‘국립도서관보’는 1966년 1월을 기해서 제호를‘도서관’

으로 바꾸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 과 관리, 도서관 간의 상호 협조를 위한 제 문제의 해

결을하자는취지로재발간되었다.

4.6배판크기의40여면으로제2차속간101호를내며183호(1973년8월호)까지계속되었다.

1966년 1월에는 제2차 속간 101호가‘도서관’이라는 제명으로 발간되었다. 월간, 격월간

등의 간기 변경을 거쳐 계간으로 발간된 학술지‘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

련된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이론 정립과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발간되었다.

그러나 1967년의 관보 발간은 재정 관계로 당초의 계획이 수정되어 7·8월과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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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합병함으로써모두 10호를각호 520부씩총 5200부를발행하 다.

1968년에는오래도록간직하고싶은품위있는관보의발간을목적으로표지변경, 내용의

충실, 최저지면35페이지유지발간, 선명한인쇄와적기발간, 배부업무의확립을조정하고

자하 다. 이는어느정도성과는거두었으나예산관계상적기발간과지면의유지가어려워

1·2월, 3·4월, 7·8월, 11·12월호등4번의합병호를내지않을수없는어려움을겪었다.

부수는600부에서700부로늘리고, 실질적이며효율적인배부를위해배부처를조정했다.

1969년에도 전년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재정 관계상 7·8월, 11·12월을 합병

함으로써모두 10호를발행했는데각호 700부로총 7000부를발행하여매월배부하 다.

또 1970년에는 부수를 1100부로 늘려 1만 1800부를 발간, 배부하 다. 특기할 사항으로

1969년 1월호부터 1970년 12월호까지는 기존의 소책자형으로 발행하고 있던‘출판물납본

월보’를‘관보’에합철하여발간했다.

1973년에는 관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종래의 50페이지 내외에서 100페이지 내외로

증면하고내용을일신하여풍부한도서관학관계논문으로지면을장식했다.

이후 1983년에는 문교부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월간 학술지‘도서관’에

게재되는 도서관학 및 정보 과학 관련 학술 연구 논문에 관해서 이를 당해 교수의 연구 업

적으로 정식 인정한다는 통보(대학 1041. 5-1015)를 받아 명실상부한 도서관 학술지로 인

정받기에 이르 다. 이는 도서관학 학술지가 드물었던 우리 도서관계에 큰 수확의 하나로

평가되어관련학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냈다. 

이로써‘도서관’은 1984년 1월부터 도서관학 학술지로 등록되어 그 내용이 학술 논문 위

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까지는 학술지‘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자료나 소식 기사

등을 함께 실어 학술 전문지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다가, 1991년 1월호부터‘도서관계’를 별

책부록으로펴내게되었다. 

이에 따라‘도서관’은 1994년부터 부록으로 발간하던 소식지‘도서관계’를 독립시켜 발

간하면서 학술 논문을 수록하는 순수 학술지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때부터 계간으로 발간

되기 시작하 다. 한편‘도서관계’는 통계, 법령, 사업 실적과 사례, 국내외 동향, 도서관인

의발언, 뉴스를기록하고전달하는또하나의긴요한소식지로자리잡게되었다.

1996년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학술지 창간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

집호(1996년 봄호)를 발간하 다. 특집호는‘문헌 정보 분야의 연속간행물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8인의 필자가 우리나라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들에

대해 분석한 을 도서관 관종별-학회-협회 순서로 수록해 각종 도서관에서 발간되는 여

러가지간행물들의발간경향과특색을알수있는귀중한자료가되었다.

2000년에는‘도서관’의 편집 체계를 순수 학술 논문과 도서관 현장 관련 논문, 외국의

우수 학술 논문 번역 자료 등을 적정 비율로 수록하고자 하 다. 특히 전자출판물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일정 편수 게재함으로써 현장 도서관인들에게 시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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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를제공하고자하 다.

연간수록편수는22편으로순수학술논문이13편, 현장관련논문이4편, 번역자료가5편

이었다. 3·6·9·12월말일에1000부씩연간4회에걸쳐4000부를발간하여배포하 다.

나.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관련 통계·법령과 도서관계의 동향을 소개하여 전국 도서관

계의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1991년‘도서관’의 별책 부록으로‘도서관계’를

발행했다.

1993년 1월 23일에는 각 과에 1명씩 관내 직원들로 10명의 모니터를 위촉했는데, 이들

은 도서관계의 기사 전반을 평가하고 편집 내용에 대한 논평과 도서관 관련 사항을 취재하

여 기사를 작성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전하는 등 소식지 발전에 기여했다. 제1기로 위촉된

모니터는 김미해(열람봉사과), 이경직(서무과), 김연심(열람봉사과), 이 숙(지도협력과),

노희자(납본과), 정연숙(분관), 성정희(자료조직과), 현묘자(전산담당관실), 심인선(고전운

실), 황면(문화연수과) 등이었다.

1994년부터는 도서관계에 도서관 관련 통계, 법령, 사업 실적과 사례, 국내외 도서관 동

향, 도서관인의 발언과 갖가지 뉴스를 수록하여 월간 소식지로 독립 발간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균형 있는 뉴스를 수록하기 위하여 도서

관계 모니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 하기로 하여 전국의 각도별 대표공공도서관, 대

학도서관, 협의회, 연구회 등에 모니터 추천을 의뢰하 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추천을 받

은모니터를새로이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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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

[‘도서관계’전국 모니터]

구 분 성 명 소 속

변혜은 인천직할시 중앙도서관

이랑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고병률 제주도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춘자 전주시립도서관

신경숙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이 희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이순선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백승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손　정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임학 효성여대 중앙도서관

김성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병기 경기고등학교

creo




199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도서관인의 종합 소식지‘도서관계’와 납본된

도서에 해제를 곁들여 소개하는‘이달의 책’이 1996년 5월호부터 통합되어 발간되었다. 제

호는‘도서관계’를사용하고‘이달의책’은뒷편에수록되었다.

2000년도 도서관계에는 특집난을 신설하여 전자출판물의 디지털 컨텐츠 식별자(DOI)

관련 기사를 제공하 으며, IFLA(국제도서관연맹) 총회의 2006년도 서울대회 유치에 대비

하여 IFLA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5회에 걸쳐 수록하 다. 1·2월과

7·8월에는합병호를발간하 다.

2001년에는국립중앙도서관이발간하는대표적인정보교환·홍보지로서, 국내외도서관

계 및 관련 기관의 최신 동향을 정확하게 알리는 종합 소식지 역할을 하 으며, 표지 디자인

을우리고유의전통문양으로바꾸어한국의대표도서관으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켰다.

수록 목차 중‘이달의 소식’에서는 도서관 정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국내외를 막론하

고 정보화로 급변하고 있는 각 도서관들의 모습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전달하 다. 또한

‘자료’를 통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결의문과 참고

서지류, 2001년도국내문헌정보학과석·박사학위논문목록등을소개하 다.

그리고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도서관 부흥 운동으로 진행중인‘@your library’캠페

인과 국의‘공공도서관 기준’을 제공해 국내 도서관계의 정책 및 업무 수행에 참고가 되

고자 하 다. ‘쉼터 및 연수 참관기’를 통해서는 현장 사서들의 다양한 경험을 생생한 목소

리로 전달하고, ‘도서관인의 서가’및‘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목차 색인’에서는 도서

관 관련 신간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의 목차를

게재하 다.

2002년 도서관계에서는 5월호에 칼럼‘나와 도서관’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 각계 각층 인

사들의 도서관 관련 제언을 싣는 지면을 마련하 다. 또‘이달의 소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기관, 출판계 등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지면으로, 2002

년에는‘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용역 사업’,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 실시’, ‘도서관 발

전 종합 계획’,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등 국내 도서관계에 큰 향을 미치는 사안

들과 금세기 최악의 홍수를 맞은 유럽 도서관 피해 사례,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보존에 관

한외국주요도서관의정책등이주요기사로다루어졌다.

‘자료’에서는‘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 ’전자출판물의 법적 납본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도서관 정보화 전략 계획’, 국제도서관연맹(IFLA)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

표되는 결의문과 참고서지류, 2002년도 국내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등을

수록하여 도서관인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 다. ‘연수 참관기’와‘쉼터’에는 선진 도서

관견학사례와사서들의일상에서일어나는주변이야기들이실렸다.

필자로는현장사서들뿐만아니라교사, 이용자등다양한계층이참여하 다. ‘도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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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가’및‘문헌정보학관련연속간행물목차색인’기사와일본국제어린이도서관탐방기,

미국 어바나공공도서관(The Urbana Free Library)의 프레드릭 쉴립(Frederick A.

Schlipf) 관장과의 인터뷰 등도 수록되었다. 특히 3월호에는‘도서관계’통권 100호를 맞이

하여‘사진으로 돌아본 도서관계’, ‘도서관계 선정 100대 뉴스’등의 특집 코너를 통해 도서

관계의지난시간을돌아보는장을마련하 다.

2003년도 도서관계의 주 내용은 소식, 칼럼, 자료, 쉼터, 도서관인의 서가 등으로, 특히

국내 도서관계의 지난 역사를 알아보는‘도서관 발자취’를 신설해 우리나라 납본 제도, 사

서 교육,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효시를 살펴보았다. ‘나와 도서관’칼럼에는 전년

에 이어 교수, 출판인, 작가, 사서, 성우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 다. ‘이달의 소식’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 개발, 고전적(古典

籍) 해제 작업,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김대중도서관 개관, 기적의 도서관 사업 등 국내

뉴스와 전쟁 피해를 입은 이라크 도서관, 제69차 IFLA 대회, 국 납본법 개정 등을 국외

뉴스로전달하 다.

‘자료’를 통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웹DB, 개정 저작권법, 유럽 공공도서관의

PULMAN 프로젝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소개 등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상

세히 다루었다. 사서들의 에세이‘쉼터’에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정부기관 자료실 사

서 등 다양한 관종의 사서와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사서도 참여하 다. 또한 현

장감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국제 회의 참관기와 해외 연수 보고서, 노원어린이도

서관 탐방기도 수록하 다. 2003년에도 도서관 관련 신간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헌

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목차를‘도서관인의 서가’와‘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목차

색인’을 통해 각각 제공하 다.

2004년도에는 해외 도서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사서들을 대상으로‘세계 속의

한국인 사서’를 연중 시리즈로 기획하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도서관 이효경 사서 등의

일과 현장을 5회에 걸쳐 소개하 다. ‘나와 도서관’칼럼에서는 교수, 도서관 관장, 출판

인, 탤런트 등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도서관과 책에 관한 에세이 또는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 으며, ‘도서관 발자취’에서는 한국목록규칙(KCR)의 변천, 한국십진분류법

(KDC)의 역사, 근대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 이범승 선생, 간송 엄대섭 선생의 업적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9월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500만 장서 달성 기념 행사를 컬러판 화보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이 달의 소식’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격적인 조직 개편, 문화관광부로부

터의 도서관 정책 업무 이관,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2006 서울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 개최 등의 국내 뉴스와 제72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

(WLIC) 개최, IFLA 사무총장 라마찬드란의 사임 및 피터 로(Peter Lor) 취임 예정 등을

국외뉴스로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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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200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계획, 일본 도서관법 등의 자료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자랑하는 미국 라이트주립대학의 차인홍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를 게재하 다.

2004년에도 도서관 관련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도서관인의 서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는‘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목차’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

계자에게도움을주었다.

이처럼 도서관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는 대표적인 정보 교환·홍보지로서 일반적

인소식홍보지의역할은물론각급도서관관련정보를통정하는편집체제를구축했다.

다. 국립중앙도서관연보

‘국립중앙도서관 연보’는 한 해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

항 등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연간 보고서로서

중요한 도서관 사료가 됨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책 홍보와 수행 업무에 대한 평가, 향

후 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기관에배포해도서관업무의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하고있다.

1969년과 1970년도 연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요(연혁, 기능, 조직 및 인원, 시설,

예산)와 관리 업무(서무 관리, 청사 관리)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계획 등의 기획 업무,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 업무, 서지 및 간행물 발간 업무, 열람 봉사 업무, 참고 업무, 장

서 관리, 국제 협력, 국내 협력,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 연구, 독서주간 행사 개최, 아현분관

활동등이수록되었다. 

부록으로 역대 도서관장 이·취임,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일지, 도서관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직제, 사무 분장 규정, 위임 전결 규정, 각종 규정 신규 제정, 각종 규정 개정,

한·미 공공간행물 교환 협정, 한·미 학술논문 교류 협약, 순회문고 운 규정, 도서 열람

규정, 종합목록에관한협정등이수록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9년과 1970년도 두 차례에 걸쳐 연보를 발간한 후에, 요람이나 기

타 발간 자료로 1년의 실적을 수록하여 연보를 대신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매년 연보를

발간하 다.

2000년도국립중앙도서관연보에는요람이나기타발간자료에수록되었던도서관소개

나 업무 실적 등을 포함해 그간의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수록되었다. 2000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도서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일반 현황, 자료 수집 및 정리·보존,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협력, 사서연수등각분야를상세하게수록하 다.

2001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는‘사진으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신설하 고 표지

디자인을 변경하 다. 1000부를 발간하여 국내외 도서관과 관내 직원들에게 배포하 으

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PDF 화일로 본문 내용을 수록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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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이후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포함하여 2000년도 1년간의

업무 추진 실적을 정리했던 기존 연보와는 달리, 2001년도의 도서관 주요 업무 활동을 중

심으로 일반 현황,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용 봉사, 자료 보존, 도서관 정보화 등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제도,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 추진 등을 상세하

게 기술하 다.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여 전반적인 도서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2001년도 주요 일지와 업무 관련 각종 통계 및 위원회 명단

등을부록으로첨부했다.

2002년도국립중앙도서관연보는전년도와동일한체제로발간되었으며부록에연간주

요 업무 계획과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개정 및 제정 내용이 추가되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순

서와 체제와 내용들을 수록하여 연도별 데이터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 으며, 부록으로는

주요일지, 일반현황, 통계및업무관련자료, 위원회및직원명단과함께 2002년도주요

업무 계획과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개정 및 제정 내용을 새롭게 수록하 다. 이에 따라 연초

의업무계획과실적을함께비교해볼수있게되었다.

한편 2004년 9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를 해외에 소개하고 2006년도에 개최되는

IFLA 서울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문판 1200부를 인쇄하여 국내

도서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약 300여 개 도서관에 배포하 다. 연보 문판도 한 판과 마

찬가지로 본문 내용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수록하여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이용

할수있게하 다.

5. 기타발간물

가. 국립중앙도서관요람

1969년부터 국 대역판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요람을 발간해 국내 각급 도서관, 본관을

예방한 국내외 도서관 관계 저명 인사, 본관의 외국 교환처, 중요 도서관에 배부하 다. 이

전에는 안내서로‘국립중앙도서관 현황’을 매년 프린트판으로 간행했으나 자료로 소개하기

에미흡할뿐만아니라외국교환처의빈번한요구에응하지못해요람을발행하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요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일반 국민과 도서관 이용자에

게 홍보하고자 발간한 자료로, 1972/1973년 발간 이래 중단되었다가 다시 1988년에 재발

간한이후 1991년부터격년으로발간하고있다. 내용은연혁, 조직, 주요활동내용, 열람실

이용현황, 분관이용안내등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 2001년에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

서관을 해외에 소개하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 요람 2000

부를 발간하 다. 문 요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상징하는 도서관 로고와 도서관 역사,

도서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소개하고 도서관 조직, 인원 및 예산, 소장 자료 현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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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람 마지막 부분에 도표로 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 요람을 도서관 관련 각종 국제 회의(IFLA, CDNL 등) 참가 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외

문화원과도서관국제자료교류처등에배포하 다.

나. 뉴스레터 : 학술교류(Inter-Flow)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대사관과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1970년부터 뉴스레터 형식의‘학술교류(Inter-Flow)’지를 월간으로 발행하 다. 학술

교류 뉴스레터는 미국의 제반 학술 동향을 국내학계에 소개하고, 국내 학회의 학술 활동을

소개하여 한·미 양국 간의 학술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이에 따

라 매월 말일을 발행일로 3200부를 간행하여 미국 동양학회 회원을 비롯해 재미 한국인 학

자들과국내의인문·사회과학분야23개학회회원에게무상으로배포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1970년 4월 4일에 각 학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 교류 협의회를 개최하 다. 이 협의회는 학

술 논문 배포는 물론‘학술교류’발간에 따른 각 학회의 실무진과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

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학술 교류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국내 논문을

외국에소개할수있는방안등이토의되었다.

협의회에는 한국문화인류학회(최길성 문화재관리국), 한국철학회(김희준 동 학회 간사),

한국교육학회(박종삼 동 학회 간사), 한국사학회(이현종 국사편찬위원회 편사관), 한국동양

사학회(윤남한 중앙대학교 문리대 교수)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학술 논문

교류에 대한 학회 측과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도서관의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

는 문제를 비롯해, 논문 선정에 있어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부문이 유용할 것이며, 뉴스레

터에는 문교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 제목이 소개되어야 하며,

뉴스레터에 실리는 기사는 보다 깊이가 있으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한 1970년 12월 초에는‘학술교류’를 보다 유용하게 만들기 위하여 각 학회 회원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반 하고 각 학회 및 회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1971년과 1972년도에는‘학술교류’를 2000부씩 2만 4000부를 발행

배포하 으나, 1973년도에는사업변경으로발간을중단하 다.

다. 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의 제도화와 업무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해 도서관 행정의

지침이될법령과규정을정비해도서관실무에활용하고자규정집을발간하 다.

이를 위해 1968년 8월 19일 본관의 각종 내규를 정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

능을 다하기 위하여‘국립중앙도서관 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68년 12월 9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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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규정심의회를개최한이래 1969년 3월 20일까지모두 16차의심의회의를열고다시 9

차의 과장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1건의 규정을 1969년 4월 17일에 공포해 도서관 관계

법령, 협약 등을 함께 수록한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을 1969년 5월 28일에 발간하 다. 이

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정을 추가해 그 증보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실무 규정을 반

하고있다.

라. 국립중앙도서관사

1973년도에 1923년부터 1973년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를 업무 흐름에 따라 연대

기로 서술한‘국립중앙도서관사’를 발간했다. 이는 서편·본편·부록으로 구성되었는데,

서편의 제1장에서는 역사상의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역할, 제2장은 삼국 시대, 제3장은 고

려 시대, 제4장은 조선 왕조 시대, 제5장은 개화 시대의 도서관 운동, 제6장은 조선시대의

주자 인쇄를 실었다. 본편에서는 제1장에 조선총독부도서관 시대, 제2장은 국립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시대를 실었으며 부록으로는 각종 법령, 규정,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 분

류표, 본관건축상황, 통계표, 연혁등이수록되었다.

마. 국립중앙도서관자료집 : 1973~1983

1973년‘국립중앙도서관사’가 발간된 이후 10년 동안의 참고 자료를 자료집으로 발간하

다. 그내용은 1973년부터 1983년까지의연혁, 기능과임무, 직제및정원, 예산, 시설및

이전, 장서, 자료의정리, 수집, 열람봉사, 업무자동화, 분관운 등의 10년사로정리되어

있다. 부록으로 역대 관장 명단, 각종 위원회 명단, 기구 및 인원 추정, 신문 기사 및 사설,

‘도서관’목차색인이수록되었다.

바. 도서관업무전산화시리즈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은 1982년에‘도서관업무전산화 ; 1’을 발간했다. 이는 국제표준

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 문헌 기술 세부 규칙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에 적용하기 위한 것

이었다.

1983년에는‘도서관업무전산화 ; 2’와‘도서관업무전산화 ; 3’을 발간한 데 이어 한국문

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의예비노트판(단행본용)으로‘도서관업무전산화 ; 4’를발간했다.

또 1984년에는‘도서관업무전산화 ; 6’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중 한자목에 대한 표

준용 포맷 단행본용을 발간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의 표준용 포맷 연속간행물용인‘도

서관업무전산화 ; 7’과 검색 요어(Thesaurus)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에 대한‘도서관업

무전산화 ; 8’을간행했다.

1985년에는 KORMAC에 준한 수서 업무 컴퓨터 시스템 설계 지침으로 현규섭, 기민도

사서가 공동 연구한‘도서관업무전산화 ; 9’를 발간했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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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0’을발간했다.

1993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으로 단행본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1’과 한국

문헌자동화목록 형식(안)으로 연속간행물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2’, 한국문헌자동화목

록기술규칙(안) 중연속간행물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3’을발간했다.

또 1995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중 연속간행물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14’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 중 연속간행물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5’를 발

간했다.

1996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안) 중 비도서자료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6’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안) 중 비도서자료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7’및 한국문헌

자동화목록 형식 중 비도서자료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8’,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

칙중비도서자료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19’를발간했다.

이어 1997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안) 중 전거 통제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2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중소장정보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21’을발간했다.

1999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및 기술규칙(안) 중 고서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22’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중 전거 통제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23’, 한국문헌자동

화목록형식중소장정보용인‘도서관업무전산화 : 24’를발간했다.

2000년에는‘도서관업무전산화 ; 25’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중 고서용과‘도서관

업무전산화 ; 26’으로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중고서용이발간되었다.

또 2003년에는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을 김태수 연세대 교수가 번역한‘도서관업무전

산화 ; 27’을발간했다.

2004년에는‘도서관업무전산화 ; 28’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중 통합 서지용과

‘도서관업무전산화 ; 28(별책 부록)’로 서지 정보용 KORMARC 신구 대조 자료집이 발간

되었다.

사. 도서관연구회논문집

도서관연구회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1년 3월 2일 국립중

앙도서관 사서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자료조직·자료운 ·정책분과의 3개 분과

와 산하 9개 소위원회를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16개 연구 주제를 정해 매월 1회 정도의 정

기적 모임과 토론 등 조사 연구 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했다. 수록 논

문들은 도서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 및 업무 개선책이나 평소 갈고

닦은전문지식을활용해동료들과토론하고연구한결과를정리한것이었다.

‘도서관연구회 논문집’은 2001년도부터 연간 1회로 발간되었다. 2002년도에 발간된 도

서관연구회 논문집에는‘한국십진분류법에서의 철학의 적용 및 개선안’, ‘책의 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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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변형’,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컨텐츠 확충을 위한 연구’등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현

장에서일하는사서들에게많은도움을주었다.

2003년에 도서관연구회는 납본·조직분과, 열람·연수분과, 정보·협력분과, 학위논

문·총괄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 내에 1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을 작성하 다.

논문집에는‘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 방향’, ‘디지털자료실 운 소고’, ‘유니코드 체계

전환에 따른 연구’,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단행본의 특이 사례를 중심으

로 한 KORMARC 서지 레코드 작성의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소식지 도서관계의 발전

방향’등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한 현장 논문 16편이 수록되었다.

도서관연구회는 총 300부의 논문집을 발간해 지역대표도서관과 각 사서연구회 등과 도

서관연구회 소속 관내 직원들에게 배포하 다.

또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하여 연구 결과를 평가해 논문 제출자에게 근무 성적 가점을 부여하 다. 또 이들 논문 중

에서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노력상 및 공

로상을 수여했다.

아. 기타발간물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 편(KDCP)

국립도서관의 부관장이었던 박봉석 씨가 해방 이후 한국적인 새로운 분류표의 필요성을

느껴 1946년 1월 말경 초안을 완성해 2월부터 새 분류표를 적용하여 분류하게 되었고 7월

‘동서도서분류’란이름으로200부를발간하 다.

이 책자는 1947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일을 맞아‘조선십진분류표’

로 게재하여 국판 126페이지로 초판을 발간하 다. 해방 이후 6.25 전쟁 전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도서관이 사용하 으며 국립도서관학교 교재로도 사용하 다. 1950년 6.25 전

쟁으로 절판이 되자 국립도서관은‘한국십진분류표’라고 서명을 바꾸어 1954년 9월 1일

등사 인쇄로 재판을 발행하 고, 1958년 5월 6일 다시 등사 인쇄로 3판을 발행하 다.

1965년 6월 증보4판, 1973년 4월 증보5판이 발행되었고 1976년 12월 15일 보유대판이

발행되었다.

◆조선동서편목규칙-박봉석 편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박봉석 씨가 만든 목록규칙으로 국립도서관학교의 목록 교재로 사

용하던 교재 초안을 기초로 편저한 것으로 1948년 국판 50페이지로 발행되었다. 국립도서

관은 물론 전국의 많은 도서관이 박봉석 편 한국십진분류표(KDCP)와 함께 이 규칙에 의하

여목록을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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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총서

국립도서관은 한국학과 서지학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전 인 사업을

계획하여 1958년, 1959년에 제1, 2집으로‘청구총서’를발행하 다. 청구총서는‘동국신속

삼강행실(건곤)’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규장각본을 대본으로 하여 인하 는데

이병도박사의해제를붙여서발간했다.

◆국립도서관 자료

국립도서관은한국도서관학의발전을위하여도서관에관한각국의자료를수집하는데각

별한 관심을 기울여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도서관학에 관한 도서를

국립도서관자료로발간하 다. 1960년제1집으로‘국립중앙도서관의기능비교’를 발간했다.

◆한국서목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국내출판물에대한한국최초의서지로 1963년에발간했다.

◆신문기사색인

196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게재, 보도한 중요

기사를‘주제명표’에 의하여 분류 배열하고 같은 주제명 아래서는 일자순, 신문명의 가나

다순등으로구분하여수록한기사색인을발간했다.

◆정책자료속보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입되는 행정 자료를 공무원들에게 보다 신속히 제공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서 발췌한 자료를 월 1회 발간

한것이다.

내용은 일반행정편, 국제외교편, 내무건설편, 재무편, 법무법제편, 국방편, 문교공보편,

농림수산편, 상공편, 보건사회편, 교통체신편, 과학기술편 등을 수록하여 1968년 부터

1971년까지발간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발전 계획 조사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서관 방면의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의

모든자료를취합하여발간한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등우리도서관사에 향을미친국가대표도서관의기능등이수록되었

고, 해방 전후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종합민족센터로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안과 인원·예

산·자료 수집·열람 봉사와‘도서관보’, ‘정책자료속보’발간 등이 수록되었다. 제1집

(1969), 제2~3집(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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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문고목록

1970년 일산 김두종 박사가 기증한 고서 1116종 5194책의 목록이다. 귀중한 문화재인

고서를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증한 독지가의 호나 이름

을붙여개인문고를설치하고이를소개하기위하여발간하 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보 기사색인

1970년도에는 1946년 3월부터 1969년 12월까지‘관보’, ‘문원’, ‘국립도서관보’, ‘도서

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록하여 발간하 다. 기사의 기술 방법은 필자가 명시되었을 때

필자, 논제, 역자나 공저자 순으로 기입하고 게재지명을 기입하 다. 배열은 저자서명주제

를혼합사전체로배열하 다.

◆독서 실태 조사 보고서

1971년 독서 인구 저변 확대 차원에서 독서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독서 운동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되었다. 전국 도시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의

1만여명을대상으로독서실태조사를실시하여분석한조사보고서이다.

◆개인문고총목록

1972년에 발간한 개인문고총목록은 개인문고 설치 기준에 따라 수집된 위창문고, 일산문

고, 우촌문고, 승계문고의자료를수록한목록이다.

◆도서관업무편람

공공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지원을 위하여 발간한 업무 지침서로 1973년에 발간되

었다.

◆참고업무연구

1973년 제1집, 1977년 제2집을 발간하 다. 제1집은 1972년 1월부터 1973년 4월까지

접수하여 처리된 참고 질문 중에서 330여 건을 선정해 주제별로 정리하여 발간하 고, 제2

집은‘한국 관계 외국문헌목록’으로 구미 지역과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관계 자료를 각종

목록을조사해주제별로분류하여부문별연구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 다.

◆도서관휘총(圖書館彙叢)

1974년부터 1977년, 1978년, 1980년 등 4회에 걸쳐 도서관의 약사, 목적과 기능, 조직,

시설, 주요 활동과 봉사, 도서관학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국제 협력, 국제 지도 등을 수록한

휘총을발간했다. 1983년발간물에는 문번역자료가게재되었다.

199제3장 _자료 조직과 국가 서지 활동



◆한국도서관통계

전국의 도서관 통계를 집약하여 1975년에 발간했다. 이는 전국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도서관의 실태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분석 자료이다. 이후 1983년 한국

도서관협회에서한국도서관통계가발행됨에따라중단되었다.

◆한국학연구서지정보

한국학에관한저서, 논문의서지정보를수록한자료, 1975년에발간되었다.

◆독서활동연구사례

1982년에독서활동사례별실태, 독서활동기관별실태를모은자료집으로발간했다.

◆서초공원 조성 기본 계획

국립중앙도서관 부지가 서초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 공원과 주변 여건에 맞는 공간

적질서와체계확립을위한공원계획을수립하여국립중앙도서관을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의기능을구현시켜교육및문화신장에기여토록하기위해1982년에발간한자료이다.

◆동양서 저자기호표

국립중앙도서관‘동양서 저자기호표’는 기존 저자기호가 단순하여 많은 자료를 개별화하

기에 부적합하여 세분된 저자기호표를 작성하고자 했다. 이에 국내외 유명 저자기호표를

참고하고 당관 사무용 기본목록 25만 매의 저자 및 서명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 1만 7677

개를 열거하여 1984년 초판을 발간했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1986년수정보완판을발간했다.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의 현대적 의미의 기능 확장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을 확보, 관

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사례를 수록하여 1984년 발간된 논문 자료집이다. 1부

에서는‘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주제 하에 4편의 논문을, 2부에서는‘변화

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이란 주제 하에 4편의 논문을, 3부에서는‘각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제도와 기능’에 대한 논문 4편을, 4부에서는 번역 논문 5편을 수록했다.

부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예산 상황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관계 논문 초록과 색인, 국립중

앙도서관연혁이수록되었다.

◆한국문헌번호편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제도에 가입한 국내 출판사, 학회, 단체 등이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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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ISBN)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올바르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지침서로 1991, 1992, 1994, 1999, 2000년에발간했다.

◆(한국문헌번호)발행처명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배정받은 발

행처(출판사, 학회, 단체 등)의 주소 등을 수록한 자료로서 1992, 1993, 1994, 1997,

1999, 2000년에발간했다.

◆국제연속간행물 데이터 편람

ISSN을 부여한 각종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지 정보를 국제적으로 상호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ISDS)에등록하기위한업무지침서로 1993년에발간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도서관소식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소식지로 1993년 7월부터 12월까지

는월 1회, 1994년 1월부터 7월까지는두달에한번4페이지로발간되다가중단되었다.

◆이 달의 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 독자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도 쉽게

읽을거리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 정보지‘이 달의 책’을 1993년 9월호부터 발간

하 다. 

이달의책은신착도서에대한간략한서지정보와내용요약을싣고부록에한국문헌번

호센터에 통보된 출판 예정인 자료를 수록해 출판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 다.

1996년 4월(제4권 3호)까지발간했다.

◆세계의 국립도서관

1994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된 미국의회도서관, 국국립도서관, 중국국가도서

관 등 11개국 국립도서관에 관한 자료집으로 각 도서관의 연혁, 예산, 건물 및 시설, 주요

기능, 장서현황, 조직등을수록하고있다.

◆출판예정도서정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제도에가입한출판사가출판할책에 ISBN을부여하고한국문

헌번호센터에 통보한 도서를 수록한 목록으로, 일반인에게는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도서

관, 출판사 등에는 도서의 선택, 수집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반월간으로 발간했

다. 1995년 1월부터 1996년 4월까지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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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있어서의)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1995년발간한국립중앙도서관개관50주년기념논문집.

◆한·아세안 도서관 전산화와 미래

1995년 5월 한국과 동남아시아 6개국 고위 사서직을 대상으로 한‘한·아세안 국립도서

관 고위직 사서 연수’세미나 자료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의 도서관 전산화 추진 과정이 실렸다. 문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함께수록되었다.

◆세계국립도서관 협력 과제 모음

199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제21차(1994년도), 제22차(1995년도) 세계국립도서관장회

의에서 논의된 의제를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 의제 번역

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운 뿐 아니라 대학 및 공공도서관 현장 전문가의 업무 개발과 학

계의연구에도도움을주었다.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1998년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문헌번호 제도 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모색하기위해추진한연구용역보고서.

◆e-book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서관

2000년 4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e-book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서관’

의세미나자료집.

◆국립도서관 발전 과제 연구 모음집

2000년초국립중앙도서관이도입한사서직원연구제도의결과물로서상반기에제출된

논문을 모아 2000년 9월에 발간한 것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의 연구 자세와 현

업에서 직접 체험한 자료 정리 방법 등을 모든 사서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

획되었다. 24명의 직원이 제출한 17편의 연구 논문을 수록해 200부를 발간하여 각과, 관련

기관, 주요 공공도서관에 배부하 다. 아울러 하반기에 제출된 논문 13편은 2001년도 연구

모음집으로발간되었다.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 기본 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 용역 보고서

2002년에 디지털 환경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서로 1000부가 발간되어 동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디지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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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개념과 기능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폭넓은 이용을 위하여 주요 공공도서관과 대

학도서관등 424개처에배포되었으며, 보고서에는기초자료조사, 국립디지털도서관의성

격 및 기능 설정, 정보 자원 운 기본 계획, 도서관 관리·운용 계획, 조직·인력개발 기본

계획, 건물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내용이수록되었다.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보고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용역 사업은 2002년 6월 10일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를 책임 기

관으로 하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LG CNS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로

2003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문헌정보 분야, 건축 분야, IT 분야를 다루었다. 국립

중앙도서관은이자료를토대로사업계획서를마련하고사업추진에활용하 다.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정보 표준화 도구 개발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서지 레코드의 표

준화관련자료를발간, 배포하는사업으로2003년 11월 IFLA에서연구, 발표한‘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1998)’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이 자료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서지 레코드의 기능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적인 표준화 흐름

과발맞추어도서관업무표준화에기여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합리적 조직 개편 및 인력 운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해 현행 주요 기능 및 조직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및 인력 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행정연

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발간한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해외 사례 분

석, 이용자 및 전문가 설문 분석, 도서관 직무 분석, 조직 개편 및 운 방안, 디지털도서관

건립추진기획단설치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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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직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 이후 만 3년간의 미 군정하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됨에 따라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 발족하 다. 1949년 5월 6일 대

통령령 제97호로 직제가 처음 공포된 이후 국립도서관의 직제 개편은 도서관의 대내외 환

경 변화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원

이나 인사에 대한 정책이 한 기관의 발전을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면, 그동안의 도서관

법 및 직제 등의 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주어진 임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

한기준이된다고할수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 10월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할 당시의 조직은 관장, 부관장, 3

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3부는 총무부·사서부·열람부로 총무부 밑에 서무과가, 열람부 밑

에 대출과가 있었다. 개관 이후 11월에는 관장·부관장·3부 7과·국립도서관학교로 직제

가 조정되었다. 총무부에 서무과·회계과·분관과를, 사서부에 동서과·서서과·수서과

를, 열람부에 대출과를 두어 7과로 구성하고 전문직 사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도

서관학교를설립하 다.

1946년 1월에는 총무부의 분관과를 폐지하고 지도연락과를 두었으며, 동년 11월 총무

부의 지도연락과를 폐지하고 기획과를 신설하 다. 1947년 1월에는 관장, 부관장, 3부 10

과, 국립도서관학교로 조직을 다시 정비하 다. 총무부에 서무과·회계과·기획과를, 사

서부에 동서과·서서과·고전과·수서과·편찬과를, 열람부에 열람과·정비과를 배치하

다. 다시 동년 6월 조직을 재구성하여 총무부의 기획과를 폐지하며 사업과를 두고, 열람

부에 순회문고과를 증설하 다. 이에 따라 관장, 부관장, 3부 11과, 국립도서관학교로 구

성되었다.

이어 1949년 5월 6일자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국립도서관의 직제가 공포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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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통령령 제97호 국립도서관 직제 제1조에서“국립도서관은 문교부장관에 소속되

며 도서 및 기록류를 수집 보존하며 공중의 열람 참고에 공헌하며 아울러 도서학에 관한 연

구를 행한다.”라고 명기하 다. 또 제5조에는“관장과 부관장 밑에 총무과·동서과·서서

과·고전과·수서과 및 열람과를 둔다.”하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관 중에서 보한

다.”고 명시했다. 관장과 부관장 밑에 6개과로 조직된 것이었다. 아울러 제12조에“국립도

서관에 도서관요원양성소를 둔다.”고 했으며“도서관요원양성소에 관해서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하 다. 또한 사서직군에 대해서는 1949년 11월 5일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사

서직을단일직군으로하여3급갑에서4급을까지임용되도록하 다.

그러나 1년도못되어 6.25 전쟁이발발하 다. 국립도서관은 1952년 11월 1일 2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으나 전후 복구에 힘쓰던 때라 직제의 개정 없이 그대로 운 되고 있었

다. 이후 1957년 5월 31일 전후 복구에 힘쓰던 당시의 현실에 맞추어 직제를 대폭 개정했

다. 개정 공포된 직제에 따르면 부관장제를 없애고 6개 과를 3개 과로 축소했다. 3개 과는

총무과·사서과·열람과로 했으며,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타 과장은 사서관으로 보하

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이 명시되었는데, 당시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모두

18명이었다.

1958년 10월 29일대통령령제1406호로직제가일부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정원에관

한 것으로 관장 이외에 서기관 1인, 사서관 3인(3급갑), 사무관 1인, 주사 1인, 사서 5인, 서

기3인, 기원2인의공무원을두기로하고필요에따라촉탁(囑託)을둘수있다고하 다.

또 1961년 4월 15일 공무원임용령(국무원령 제240호)에 의해 사서직이 학예직군에 포함

되었으며 직급은 3급 갑부터 4급 을까지 임용되도록 하 다. 이와 함께 1961년 7월 18일

각령 제150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관장의 직급을 이사관에서 부이사관으로 격하하고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하여 총무과장에 보하도록 했다. 이후 1961년 12월 18일 각령 제

309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정원의 변동 없이 직종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부이사관

밑에 행정서기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사서관보, 사서, 재경주사, 사서보, 행정서기, 행정

서기보를 두도록 했다. 이어 1963년 9월 3일 각령 제1481호에 의해“국립도서관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또 1963년에

는 5월 29일자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사서직을 행정직군 소속으로 변경하 으며 3급 갑에

서 5급을까지임용되도록하 다.

1966년 7월 12일 대통령령 제2646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제3조가“도서관에 두

는공무원의정원은별표와같다.”로전문개정되었는데별표의정원은68명이었다.

한편 1967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2884호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가 전문 개정되

었다. 도서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에 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도서관 자료의 종합목록 및 서지의 작성, 도서관 자료의 국내 및 국제 교환, 도서관학에 대

한 조사 연구, 타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대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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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의 특수 임무를 맡게 되면서 개정된 직제 다. 이 직제에 의해 3과와 1분관이 5과

와 1분관으로 개편되었다. 총무과·사서과·열람과·아현분관이 서무과·사서과·지도협

력과·조사연구과·열람과·아현분관으로 확대되면서 분관의 활동이 최초로 직제에 명시

되었다. 이때 관장을 행정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무과장과 조사연구과장은 행정서기

관으로, 사서과장·지도협력과장·열람과장은 사서관으로, 분관장은 사서관보로 보하도록

하 다.

1967년 9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3226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기구의 변동 없이

사서직이 대폭 증원된 개편이었다. 사서관보를 2명에서 6명으로, 사서를 3명에서 10명으

로, 사서보를 1명에서 10명으로, 사서서기를 7명에서 10명으로, 사서서기보를 9명에서 10

명으로, 행정주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정원을개정한 결과모두 25명이 증원되었다. 1967년

1월 25일대통령령제2884호에의한기구개편에이어사서전문직을확충한개정이었다.

1969년 5월 22일에는 대통령령 제3947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기구와 정원의 변동

없이 사서직의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었다.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사서서기보(5급)를 없애고

사서보와 사서서기에 각각 5명씩을 증원하 다. 그해 12월 4일에 대통령령 제4384호로 직

제가 다시 개정되었다. 관장, 5과, 1분관으로 조직 변동 없이 정원이 69명에서 94명으로

30명증원되었다. 당시사서과장, 지도협력과장, 열람과장은사서관이었으며아현분관장은

사서관보 다.

1971년 10월 27일에 대통령령 제5829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정원이 104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구의 변동은 없으나 공무원임용령(197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5449호)에 의해 학예직군에 포함되었던 사서직이 행정직군에 포함되었다. 또한 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했다. 이때 사서관(3급갑)을 폐

지하면서 사서관보(3급을)를 사서관(3급을)으로 임용하여 사서직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각

과의 과장은 모두 행정직인 서기관으로 임용되고 분관장에 행정직 사무관 또는 사서관(3급

을)을보하도록하여사서직의서기관으로의승진이제한되면서과장에보해질수없게되었다.

이후 197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6023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정원이 104명에서

99명으로축소되었다.

또 1974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7297호에 의해, 12월 21일에는 대통령령 제7423호에

의해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던 관장을 관

리관으로 보하고, 사서과를 수서과와 정리과로 구분하고, 수서과와 정리과의 분장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었다. 또 1972년의 직제 개정 시 정원 99명에 57명을 증원하여 156

명으로정원을조정하 다. 이개정은국립중앙도서관이 1974년 12월 2일소공동에서남산

으로 이전하며 추진된 것으로 조직의 정비와 정원 확충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

할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1978년 7월 8일에는 대통령령 제9081호 국립중앙도서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해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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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에서 172명으로확대개편되었다.

1980년 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8748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고서전문원 4명

을별정직으로임용하여정원이 172명에서 176명으로증원되었다.

1981년 2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10205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고용원 66명을

85명으로개정함으로써정원이 176명에서 195명으로늘어났다.

1981년 3월 2일에는 대통령령 제10237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현분

관을 분관으로 하고 정원을 195명에서 210명으로 개정했는데, 고용직이 10명 증원되는 등

사서직의증원은많지않았다.

이어 동년 6월 24일에 대통령령 제10379호로 국립중앙도서관직제중개정령이 공포되었

다. 이 개정에서는 관장을 관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고서전문원

을 4급을류상당에서 7급상당으로, 고용원을 고용직으로 정하 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1981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0345호)의 개정에 의해 사서직급이 4급 사서관부터 9급 사

서서기보까지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었다. 사서직의 상한 직급은 1971년 10월 27일 대통령

령 제5829호로 3급을로 하향 조정된 지 거의 10년 만에 다시 상향되었다. 그러나 각 과장

은계속서기관으로보하도록하 다.

1982년 8월 7일에는 대통령령 제10885호로 국립중앙도서관직제중개정령이 공포되었

다. 그 주요 내용은 사서 업무 수행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기하고자 수서과장·정리과장·

열람과장 등에 사서직도 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 도서 자료 활용의 신속화 및 광역

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산실을 신설하고 지도협력과와 조사연구과를 통폐합 조정하여 관

장, 6과, 1분관의 기구가 관장, 5과, 1실, 1분관으로 개편되었다. 정원은 변동 없이 210명

이었다.

1983년 10월 7일에는 대통령령 제11283호로 고용직 1명을 줄여 정원 210명을 209명으

로조정하는직제중일부개정령이공포되었다.

또 1985년에는 2월 27일자로 대통령령 제11652호를 공포하여 직제를 일부 개정하 다.

이에 따라 정원이 209명에서 21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전산처리요원 6급상당이 임용되도

록하 다.

1987년 12월 31일에는 대통령령 제12341호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정원의 변동 없이

10등급운전원등을신설하고고용직원수를조정하 다.

1988년 8월 11일에는 대통령령 제12503호로 직제중개정령을 공포하 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도서관법 제16조를 도서관법 제15조로 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239명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었다. 이 개정에 따라 남산에서 반포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게

되었다.

1989년 6월 17일에는 대통령령 제12733호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정원표에서 고용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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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기능직에포함시켰다.

1991년 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3282호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

관직제에편입됨에따라폐지되었다.

1991년 4월 8일에는 1991년 3월 8일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교

육부에서문화부로그소속이이관되었으며기구의변동은없었다.

한편 1991년 6월 27일 공포, 시행된‘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해 사서직 직급별 명칭

이 변경되었다. 즉 사서관(4급)을 사서서기관, 사서관(5급)을 사서사무관, 사서(6급)를 사서

주사, 사서보(7급)를 사서주사보, 사서서기(8급)를 사서서기, 사서서기보(9급)를 사서서기

보로하 다.

1991년 12월 17일에 정부는‘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을 대통령령 제13520호

로 개정 공포하 다. 직제 개정의 이유는 급증하는 문화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도서관을 지

역 문화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다른 도서

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하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문화부 어문출판국에 도서관

정책과를 신설하여 과장은 서기관 및 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지

원협력부(2급)와 열람관리부(2급)를 신설하고 현행 5과를 7과로 확대 개편하며 분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기구는 관장 및 서무과·수서과·정리

과·협력연구과·열람과·전산실·분관에서 관장 및 지원협력부(서무과·지도협력과·문

화연수과·전산담당관실)·열람관리부(열람봉사과·납본과·자료조직과·서지표준과)와

7과, 1담당관실, 1분관으로 확대되었는데 문화연수과와 서지표준과가 증설되고 수서과와

정리과가 각각 납본과와 자료조직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화연수과는 사서직공무원의

교육 운 과 도서관 지역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서지표준과는 도서관 자료에

관한 국가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서지의 발간 및 보급,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

, 서지 표준화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되었다. 또한 납본과는 납본 수집에

주력하고 자료조직과에서 구입 등의 자료 수집까지 분장하게 되었다. 직급의 내용은 관장

직급은 복수직화로 계속되고, 부장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서무과장에 서기관, 지도협

력과장에 서기관, 문화연수과장에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전산담당관에 사서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열람봉사과장에 사서서기관, 납본과장에 서기관 또는 사서

서기관, 자료조직과장에 사서서기관, 서지표준과장에 사서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분

관장에도4급사서서기관을보하도록했다.

1991년 12월 17일의 직제 확대 개편의 후속으로 1992년 1월 25일자로 2인의 부장 발령

및 2월 11일자 3인의사서서기관승진발령인사가단행되었다. 이 인사정책은 국립중앙도

서관사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과거의 직제 개편과 다

르게 정부가 도서관을 중요한 국가의 문화 기관으로 인식함을 시사하고, 그 한 표현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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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사서직으로 대거 임명하여 한 나라의 문헌 정보 정책의 책임을 수행

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력을 부여하여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를 이루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었다.

1994년 5월 4일에 문화체육부는‘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4249호)에 따라 어문출판국을 폐지하며 도서관정책과가 생활문화국으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개편으로국립중앙도서관의정원이251명으로축소조정되었다.

1997년 7월 7일에는대통령령제15421호에의해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

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구의 변동 없이 지원협력부

를 지원연수부로 개편하고 지도협력과를 지원협력과로, 문화연수과를 사서연수과로 변경

하 다. 이는 사서직 공무원의 교육 훈련 수요 증가 등 도서관 관련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대처하기위함이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대통령령 제16725호에 의한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

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도 일부 개정되었다. 당시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도 서지표준과를 폐지하면서 2부 7과 1담당관 1분관에서 2부 6과 1담

당관 1분관으로 축소되었으며 정원 또한 32명이 감축되었다. 서지표준과가 폐지되면서 국

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제도 업무는 납본과로, 서지 발간 업무는 자료조직과로 이관

되었다. 또전산담당관은정보화담당관으로변경되었다.

1998년에는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운 의 민간 위탁 문

제가 거론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을 민 화 또는 책임운 기관화하려는

정부당국의계획을백지화시키기위해노력을강구하 다.

그러나 1999년에 정부의 2차 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책임운 기관화하

기로 결정되었다. 이 개편안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책임운 기관의 설치 운 에 관한 법률’

(1999.1.29 제정)에‘책임운 기관의 설치 기준’으로 경쟁 원리의 도입,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 기관 운 에 필요한 재정의 자

체 확보 등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는 특성상 조직의 경

성보다는 안정성이 요구되고 성과 측정을 위한 계량적 지표의 개발과 측정이 부적합하며

‘무료 공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에 따라 현행대로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를 맞아 국

가 지식 기반 확충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를밝혔다.

2000년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책임운 기관화 논의가 이어졌다.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책임경 행정기관’도입을 건의하여 1999년 1월‘책임운 기

관의설치운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책임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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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검토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포함되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임운 기관화와

관련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운

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고하 으며, 국무회의 결과 및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하여 2000

년 1월부터 시행되는 10개 책임운 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행정자치

부와 기획예산처가 2001년도 시행 책임운 기관 대상으로 11개 부처 14개 기관을 검토하

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책임운 기관화 논의가 다시 있었으나 7월 말에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이같은 책임운 기관화 논의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은 국가문헌을 수

집하고 문화 전적을 보존·관리하는 당관이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으로 대국민 서비스

를 확대하고 외국 주요 도서관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하

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 하는 주요

문화기관으로존재해야한다는것이었다.

2001년 9월 29일에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도 개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관련 인

원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으로 개정 변경하

고, 별정직 5급및 6급상당각 1명, 사서주사 1명등전문인력3명을증원하 다.

2004년 11월 11일에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588호) 및 2004년

11월 18일 직제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99호)의 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가 2

부 6과 1담당관 1학위논문관으로 조정되었다. 이 개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가 담당해 온 도서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린 도서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조직은 2부 6과 1담당

관 1분관의 기존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원연수부를 기획연수부로, 열람관리부를 자료관

리부로 부서 명칭이 바뀌고 과 명칭과 기능도 대폭 조정되었다. 또 기획연수부에는 총무과,

도서관정책과, 사서능력발전과, 정보화담당관실을 두고, 자료관리부에는 기존의 자료조직

과와 납본과 업무를 통합한 자료기획과를 비롯해 주제정보서비스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주

제정보과와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자료과를 신설하는 등 그

기능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 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학위논문관을 본관

으로통합하고그건물에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을설립할계획도추진중에있다. 도서관

정책과의5급사무관(행정사무관또는사서사무관) 증원으로전체정원은228명이되었다.

이같은직제개편은 2003년도에업무혁신을위하여구성운 한도서관문화혁신위원회

의‘국립중앙도서관 기능조정계획(안)’을 바탕으로 하 다. 도서관문화혁신위원회는 급변

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용자 접근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

고자 함을 목적으로 2003년 9월 5일 구성되었다. 열람관리부장 등 모두 11명의 내부 직원

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재조정과 업무 중 외부 용역이 가능한 업무

의 도출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 다. 따라서 과별 현행 분장 업무를 분석하고 국가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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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을 도출·분석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국립중앙도서관 기능조정계획(안)’을 수립하 다. 이 계획안에

의해 조직을‘2부 6과 1담당관 1학위논문관’체제에서‘2부 7과 1담당관 1학위논문관, 3실,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TF’체제로개편할것을제시하 던것이다.

제2절 인사행정

1. 직원

개관 이후 국립도서관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직원 부족이었다. 조선총

독부도서관 접수 당시 직원 16명 중 사무요원은 불과 6~7명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사

환, 소사 등이었다. 이에 박봉석 씨 등은 해방 이전에 국립도서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국인들의 행방을 찾아서 함께 도서관을 건설하자고 권하는 한편 징병 등으로 강제 동원되

었다가돌아온젊은인재들을설득하여인력을충원하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5월 6일 직제가 공포되기까지는 공무원의 등급도 다르고

정원제도 없었으므로, 매월 직원의 수가 달라졌다. 1945년 8월과 9월에는 박희 , 최용택,

김갑동, 허광식, 김문환 씨 등 5명이, 10월에는 김두환, 임명재, 진재홍, 윤태덕 씨 등이, 11

월에는 박순철, 김문환, 남상 씨 등이 합류하 다. 이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직원까지 합

하여 1945년 12월에는사무직만22명으로늘어났다.

1945년 12월에는 직원의 수가 32명이었는데 1946년 1월부터 갑자기 직원의 수가 증가하

다. 이는미군정청이 1946년도예산안을승인하면서여직원의채용을조건부로제시하

기때문으로, 1946년 1월 18일 16명의여직원을채용함으로써직원수가늘어나게되었다.

6.25 전쟁이후재개관한 1953년부터 1963년까지의정원을살펴보면, 1953년부터 1957

년까지는 24명,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22명, 1962년에 48명, 1963년에 62명이었다.

이후 1963년에 62명이던 정원이 1967년에는 69명으로, 1969년에는 94명으로 증원되었

다. 이는 국립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

고업무가늘어남에따른자연적인추세 다.

증원 내용에 있어서도 1963년에 6명이던 전문직이 1965년에 23명으로, 1967년에 49명

으로 늘어났다가 1970년에는 46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1963년에 32명이던 일반직은

1965년에 16명으로 줄었으며, 1967년에는 1명이 늘어나 17명으로, 1970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기능 및 고용원에 있어서도 1963년 24명이던 것이 아현분관의 증설과 함께

1965년에는 5명이늘어난29명이되었고, 1967년에는 28명으로 1명이줄어들었다.

1988년의직제개편에 의해개정된 국립중앙도서관공무원 정원은 239명이었다. 국립중

앙도서관 직제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규모 확장(1988년 5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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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운 에 필요한 인원 27명(5급 3명, 6급 10명, 7급 2명, 8급 17

명, 9급 10명, 고용직 15명)이증원된것이었다.

이후 1994년 5월 4일의 조직 개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은 260명에서 251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5급 사서사무관 1명, 7급 행정주사보 1명, 8급 사서서기 2명, 기능직 5명 등

9자리가 감축되었다. 1998년에는 정부 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무원

정원도221명으로축소확정되었다.

2001년에는 도서관 자료의 과학적 보존을 위하여 전문 인력 3명을 충원하 으며, 2004

년 11월 11일의 직제 개정에 따라 5급 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이228명이되었다.

가. 관장

1945년 10월 3일 미 군정청은 이재욱 씨를 초대 관장으로 내정하여 1945년 10월 6일에

정식으로 관장에 임명하 다. 제1대 이재욱 관장(1945.10.3~1950.6.25)은 국립중앙도서

관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를 보낸 관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10월 6일 미 군정청에

의해 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10월 9일 임시 인사 발령을 실시하고 낮밤과 휴일 없이 개관 준

비에 직원들을 독려하여 10월 15일 역사적인 개관을 감행하 다. 이후에도 직원들을 위하

여 훈시를 발표하고 아현동 서고와 개성에 소개된 장서를 되찾아오고 비품을 재정비하는

등 도서관을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 다. 그 와중에 법률 도서 이관 문제까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난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욱 관장은 박봉석

부관장과 함께 6.25 전쟁중에 북한군 정치보위부에 구속된 이후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이

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립도서관 및 도서관

계의 발전에 끼친 향이 매우 컸다. 박봉석 부관장은 한국십진분류법과 목록규칙을 편저

하여우리도서관계가안정적인발전을이루는기틀을마련했다.

그후 서울이 수복되고 흐트러진 도서관을 수습하기 위해 총무과장이었던 남상 씨가 임

시 관리인(1950.10.5~1950.11.1)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군이 은닉하

던 고서를 우이동으로부터 되찾아 왔고, 2차 후퇴 시에는 고서를 부산으로 소개하여 귀

중한 도서의 손실을 막았다. 남상 임시관리인은 1950년 11월 2일에 관장서리로 임명되었

으며, 훗날에도 1960년 7월 8일부터 1961년 2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 재차 관장사무를 대

행하 다.

제2대 조근 관장(1951.2.17~1956.4.24)은 부산시립도서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

하던 시절에 임명되어 약 5년간 재임하며 국립도서관의 재개관을 추진하고 운 하 다. 제

3대정홍섭관장(1956.5.8~1957.1.30)과제4대박만규관장(1957.2.21~1958.2.26)은 1년

이 채 못되는 기간을 재임하 고, 제5대 김상필 관장(1958.2.28~1960.6.25)은 2년 4개월

의 재임 기간 동안 참고열람실 등의 시설 확충, 중단된 기관지 속간, 직원의 해외 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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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중·고등학생의 본관 이용을 금지시키고 아현분관의 열람실을 증설하여 본관

의공부방화를지양하 다.

김상필 관장의 이임 이후 남상 씨가 다시 관장사무(1960.7.8~1961.2.10)를 약 7개월

간 취급하 다. 제6대 최태호 관장(1961.4.29~1962.11.1), 제7대 이춘성 관장

(1962.11.2~1963.5.12), 제8대 최락구 관장(1963.5.13~1964.8.10), 제9대 이종환 관장

(1964.8.11~1964.11.4) 등은 몇 개월씩의 기간을 재임하 다. 제8대 최낙구 관장은 1964

년 2월아세아·태평양지역도서관장회의에관장으로서는최초로참석하 다.

제10대 백 수(1964.11.5~1967.4.19) 관장은 약 2년 5개월간의 재임 기간 동안 국내 학

술지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안을 발표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축안을 제시하 다.

제11대 설인수 관장(1967.5.1~1968.3.21), 제12대 신순갑 관장(1968.3.25~1968.8.10) 역

시 짧게 재임하 으며, 제13대 이창세 관장(1968.11.1~1971.6.15)은 2년 7개월간 재임하며

개관 기념일을 부활하는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수

행하 다. 제14대 구본석 관장(1971.6.16~1971.12.20)에 이어 취임한 제15대 이상규 관장

(1971.12.21~1975.1.3)은행정직관장으로서드물게3년이상재임하 다. 제16대오성식관

장(1975.1.4~1977.5.15), 제17대 손희식 관장(1977.5.16~1979.7.1)은 2년 이상을 재임했으며,

제18대 황천성 관장(1979.7.2~1980.6.19), 제19대 박상인 관장(1980.6.20~1981.6.20)은

1년남짓재임하 다.

제20대 노계현 관장(1981.8.5~1983.2.28) 재임 시에는 역삼동 분관을 개관하 다. 제

21대 권숙정 관장(1983.3.1~1987.3.21)은 4년 이상을 재임하 다. 그 시기에 국립중앙도

서관은도서관전산화를집중추진하 으며 1984년에는서초구반포동에본관신축공사를

시작하 다. 제22대 주순호 관장(1987.3.28~1988.3.21) 재임 시에는 24년 1개월 만에 도

서관법이전면개정되었다.

제23대 이천수 관장(1988.3.22~1990.3.21)의 재임 기간중에는 서초구 반포동에 새롭게

건립한 도서관을 개관하 다. 제24대 정희천 관장(1990.4.1~1993.3.10)이 재임한 약 3년

간은국립중앙도서관의소속행정부처변경, 도서관법개정등큰변화가있었던기간이었다.

제25대 이경문 관장(1993.3.11~1994.5.14), 제26대 김광인 관장(1994.5.15~1995.3.18),

27대김용문관장(1995.3.30~1996.1.22)을거쳐제28대김진무관장(1996.1.24~1997.3.21)

재임시에는일반열람실을폐지하는획기적인사업을수행하 다.

제29대 정기 관장(1997.3.25~1999.6.10) 재임 시에는 정부의 도서관의 민간 위탁화

및 책임운 기관화가 쟁점이 되었던 시기 다. 제30대 윤희창 관장(1999.6.11~2001.4.17)

은 1년이 못되는 재임 기간중에 보존서고동을 자료보존관으로 신축 개관하 다. 제31대 신

현택 관장(2001.4.18~2003.4.1)에 이어 제32대 임병수 관장(2003.5.12~2004.12.13)은

재임 시에 500만 장서를 달성하 으며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부서별 전문성

을 강화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 다. 현 제33대 김태근 관장은 2004년 12월 13일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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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김태근 관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국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도모, 이용증 제도의 도

입 운 추진 등 도서관의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다양화를 지향하며, 2005년 10월 15일

개관 60주년 기념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을 발표하 다. 또한 2006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 및 2008년 완공 예정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

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나. 부장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1991.12.17)을 통해 관장 밑에 지원협력부와 열람관

리부를두고 2급부장급이신설되었다. 따라서 1992년 1월 25일자로조옥래이사관이지원

협력부장으로, 조원호 사서서기관이 사서직 최초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열람관리부장

으로 임명되었다. 1992년 4월 13일 안진수 부이사관이 지원협력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93년 3월 15일 지원협력부장에 정기 이사관이 임명되었으나 동년 12월 23일에 문화부

감사관으로 발령이 나 동일자로 현명덕 부이사관이 지원협력부장에 임명되었다. 1994년 8

월 24일자로 현명덕 부장이 의원면직되어 그해 9월 14일자로 임병수 부이사관이 지원협력

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동년 9월 30일에 조원호 열람관리부장이 퇴직하 고, 10월 1일자로

최 복 사서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열람관리부장에 보해졌다. 문화부 내 최초

의여성의국장급승진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 1월 12일에 남인기 이사관이 지원협력부장에 임명되었다. 또 1996년 5

월 27일 이돈종 부이사관이 지원협력부장으로 발령났다. 1997년 3월 25일에는 박문석 부

이사관이 지원협력부장으로 발령이 났고, 3월 28일에 이사관으로 승진하여 7월 7일 지원

연수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0월 8일에는 최 복 열람관리부장 부이사관이 이사관으로 승

진임용되었다.

1998년 3월 16일에는 박문석 지원연수부장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으로 전보가 났

고, 윤희창 이사관이 지원연수부장으로 발령났다. 동년 12월 31일에는 최 복 열람관리부

장이정년퇴직을하고이경구열람봉사과장이직무대리로발령받았다.

1999년 6월 11일에 윤희창 지원연수부장이 관장으로 승진되었고 김장실 부이사관이 지

원연수부장에, 9월 1일에 이경구 열람관리부장 직무대리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열람관

리부장에보해졌다.

2000년 1월 1일에는 신현택 이사관이 지원연수부장에 보해졌다. 또 2001년 4월 18일에

임병수 이사관이 지원연수부장에 보해졌으나, 8월 1일에 주 로스엔젤레스 총 사관 사 겸

문화홍보원장으로발령났다. 그리고9월8일에박종문이사관이지원연수부장에발령났다.

2002년 11월 1일에는이경구열람관리부장이이사관으로승진하 고, 11월 29일에곽 진

부이사관이지원연수부장에임명되었다. 동년 12월4일이경구열람관리부장이퇴직을하고,

12월 13일권재윤학위논문관장이부이사관으로승진하면서열람관리부장으로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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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20일에는곽 진부이사관이국방대학교파견근무를명받았고유진환부이

사관이 지원연수부장에 임명되었다. 동년 7월 31일 유진환 부장은 주 일본대사관 문화원장

겸 참사관 발령을 받았고, 9월 1일 김종문 부이사관이 지원연수부장으로 임명되어 동년 10

월 30일이사관으로승진임용되었다.

2004년 8월 21일에 김종문 이사관은 문화비전추진연구단 근무를 명받았고, 11월 15일

장재윤 부이사관이 지원연수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다. 동년 11월 11일자로 개정된 문화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지원연수부가 기획연수부로 개칭되면서 장재윤 지

원연수부장 직무대리가 기획연수부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열람관리부가 자료관리부로 개

칭되면서 권재윤 부이사관이 자료관리부장에 임명되었다. 동년 12월 13일 장재윤 부장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파견근무를명받으면서, 현강창석기획연수부장이부임하 다.

다. 직원채용

국립도서관의 첫 인사 발령은 개관 준비 진행을 위한 관장 직권의 인사 발령으로 1945년

10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실시되었다. 이후 부족한 인력은 국립도서관 직제가 공포되기까

지촉탁직채용등을통해충원해나갔다.

개관 당시 국내에는 도서관학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없어 1946년에 국립도서관이 국

내 유일의 사서 양성 기관인 부설 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 다. 국립도서관학교의 초기

교육 대상자는 주로 국립도서관의 직원들로서 이미 사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들도 전문성

강화를위해사서강습에적극적으로참여하 다.

1966년부터 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발부되기 시작하면서 사서직 공무원

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자격증 소지가 필수 항목이 되었다. 사서자격증은 도서관법 시행령

에 의거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과 1년 과정 수료자 및 기타 강습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

되었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채용된 직원들은 물론 국립도서관의 사서 양성 과

정을수료한직원들도사서자격증을소급하여발급받았다.

1969년사서직에대한특채권이문교부장관소관으로이양된이후제1차로사서직특별

공개 채용 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 특별 공개 경쟁 채용 시

험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관내 고용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응시하여 다수가 합격되기

도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특별 공개 채용 시험의 교과목은 초기에는 목록법, 분류법, 국

사, 한문, 국민윤리 등이었다. 이후 자료조직법, 도서관경 론 등을 거쳐 2000년부터는 자

료조직론과 정보학 등으로 학문의 발달에 따라 시험 과목도 바뀌어갔다. 국가 유공자 및 제

대 군인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었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 제대 군인에 대한 가점 부여

는 남녀 차별 문제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토플이나 토익 점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인적

자원의역량강화를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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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대국민 봉사 기관으로서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힘을 써왔다. 공무

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비롯하여 사서직 전문교육을 지원하 다. 또한

이용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 으며 1999년 7월에

는 이용봉사헌장 선포 및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 다. 또 정기 휴관일에는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친절 교육, 공문서 바로 쓰기, 개인 정보 보호,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의자질을강화하 다.

2000년 이후에는 정부 시책 교육, 공무원 자질 강화 교육, 조직 내 개인의 삶을 위한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직장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OCLC 아시아 담당자인 홍준표 씨의 ‘2003 OCLC

Environmental Scan Pattern Recognition’를주관하 다. 

2004년에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의 혁신 모델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학습

과제로‘정부 혁신에 대한 이해’와‘함께 그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혁신 모델’에 관한 분임

학습을하 다. 

2004년에는 또한 도서관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직장 교육도 실시하 다. 박 근

아담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말 통하는 도서관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광장의 필요성과

경험의중요성에대한교육을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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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무행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인건비, 기관 운 을 위한 기본 사업비, 주요 사업비로 구별

된다.

주요사업비는크게도서관의장서확충과관련된자료확충예산, 국가문헌보존을위한

자료 관리 예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관리 예산, 도서관 전산화(정보화) 예산 등으로 구

분할수있다.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개발 시대부터 급변하

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

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재무 행정의 수행에 만전

을기하여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38만 4000환의 예산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국립도서관

으로 개관하 다. 개관 초기에는 전국에 산재한 귀중본 등의 도서관 자료 수집에 사업의 중

점을 두었고, 1957년에는 2059만 8000환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현동 서고를 보수하여 아

현분관으로개관하 다.

1960년대는 5.16 혁명에 이어 화폐 개혁이 시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1963년 10월

최초의‘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시

기 다. 

또한 빈약한 예산 규모로 납본 제도를 시행하여 장서 확충의 기반을 닦고 국가서지의 발

간·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사업 추진을 수행해낸 시기이기도 했다.

1972년에최초로 1억원대의예산을확보하 고분관이전신축사업이착수되던 1979년에

는예산총규모 10억원을돌파하 다.

1980년에는 도서관 업무 전산화 사업이 최초로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명목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 으며, 1981년에 역삼동 분관을 신축 개관하면서 20억 원의 예산에 이르게

되었다. 1982년은 본관 신축 이전 계획이 시작된 해로서 관련 사업비 총 24억 원이 포함되

어 예산 총규모가 40억 원으로 늘어났다. 1984년 오랜 숙원이었던 본관이 전 계획을 세우

고4년간 260억원의사업비를투입, 1988년 5월에현재의반포동시대를열게되었다.

1991년에는 교육부에서 문화부(현 문화관광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이강화되고도서관진흥법에국립중앙도서관이국가대표도서관임이명시되었다. 1995

년도에는 예산액이 100억 원대로 진입하 고 1997년에는 총 장서수가 300만 책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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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8년에는 분관에 대한 학위논문 전용 공간화 계획을 추진,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9년 11월학위논문관으로재개관하 다.

2000년에는 국가문헌의 체계적·과학적 보존을 위하여 약 360만 책 수장 능력에 각종

자동 첨단 장비를 갖춘‘자료보존관’을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 신축·개관하 고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본격적으

로추진하게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시설 관리 예산을 확충하여 도서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 사

업을 통한 환경 개선 및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등 안

전하고 편리한 시설 확보·유지에 노력하 다. 2004년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 이

래 6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00만 장서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확립하게되었다.

60년을 맞이한 2004년 국립중앙도서관 예산액은 503억 265만 2000원으로 문화부 전

체예산액 1조 1689억 1700만원대비 4.3%를차지하고있으며지난60년간예산추이는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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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액 연 도 예 산 액

1945 384 1975 154,317

1946 3,395 1976 328,296

1947 3,941 1977 441,034

1948 5,713 1978 550,009

1949 13,318 1979 1,085,475

1950 17,086 1980 1,230,510

1951 20,461 1981 1,900,144

1952 2,478 1982 4,031,533

1953 3,220 1983 4,034,717

1954 10,297 1984 4,963,267

1955 21,598 1985 9,635,861

1956 21,598 1986 12,185,396

1957 20,598 1987 15,393,518

1958 39,294 1988 6,958,153

1959 40,994 1989 5,585,575

1960 59,525 1990 5,097,409

1961 8,940 1991 5,943,167

1962 15,261 1992 6,477,852

1963 15,106 1993 7,565,393

1964 14,132 1994 9,775,077

1965 13,374 1995 10,882,403

1966 19,960 1996 14,005,886

1967 22,947 1997 22,283,587

1968 35,202 1998 19,743,616

1969 40,393 1999 27,259,798

1970 70,715 2000 31,945,584

1971 89,292 2001 27,670,918

1972 108,218 2002 29,975,458

1973 107,303 2003 30,513,445

1974 102,904 2004 50,302,652

creo




제4절 시설관리

1. 개요

국립도서관은 해방 이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일제는 1937

년 이후 계속 확대되는 전쟁으로 도서관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1942년 아현동 서고를

건축한 이후로는 새로운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

이 패전하기 직전인 1945년에 들어서서는 모든 물자가 귀해져 도서를 포장할 자재를 얻기

조차 힘든 형편이었으므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또 해방

이후에도 도서관 건물의 보수가 급선무 지만,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적은 예산을 할애하

여 1946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휴관을 하고 열람실의 개장 공사를 하는 것에

그쳤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건물의 보수는 다시 방치되었고, 수복 후에도 노후한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57년에 약 5개월간의 휴관을 실시하고 1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대적인보수공사를실시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은 크게 본관과 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관 당시에는 소공동

소재의본관만을국민이이용하도록하고아현분관은서고로사용하 다. 그러다가 1957년

9월 20일에 서고를 개조하여 열람실로 개관하 고, 1962년에 다시 그 자리에 현대식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67년 8월 24일에 준공한 것이 아현분관이었다. 그 이후 분관은 1981년

9월 30일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 개관하고,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0월 31일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로 인해 휴관하 으며, 1999년 11월 1일 분관을 새로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으로개관운 해왔다.

2004년 현재 본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4만

2233㎡(4만 3025평), 건물 규모는 본관이 연면적 3만 4772.53㎡(1만 519평)의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사서연수관은 연면적 8198.89㎡(2480평)의 지하 1층·지상 2층이며, 자료

보존관은 1만 6539.55㎡(5003.19평)의 지하 4층·지상 2층으로 총 연면적 5만 9510.97㎡

(1만 8001평)이다. 학위논문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1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만 2316㎡(3725.6평), 건물연면적 8050㎡(2435평)의지하 2층·지상4층규모이다.

2. 청사관리

소공동 6번지의 건물은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개관한 이래 50년 만인 1973년

10월 호텔롯데에 8억여 원에 팔렸다. 매각 후 여의도에 5000평의 대지를 확보해 신축하자

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건축 자재값이 오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와 결

정을 짓지 못했다. 국회 측에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합해 여의도에 새 건

물을짓자는의견도제시하 으나결국남산어린이회관으로옮겨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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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7월 8일 문교부에서 어린이회관을 정식으로 매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확정

짓고 대금 지불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해, 국립중앙도서관은 1974년 반세기 만에 대지 600

평, 연건평 3700평의 18층건물인남산어린이회관으로이전했다.

남산어린이회관 건물로 옮겨진 새 도서관 개관을 위해 11월 5일 임시 휴관을 하 다. 도

서관 직원 130여 명이 11월 4일부터 25일간 특별 초과 근무를 하며 총 56만 권의 소장 도

서와 시설물 이전 작업 등을 마쳐 50년 만에 새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새 도서관은 건

물비 8억 4500만 원, 시설 개조와 서가 시설 및 이전 경비 3억 원 등 총 11억 45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지하 4층·지상 14층으로 구 도서관에 비해 약 3배의 규모 다. 총 건평은

구 도서관의 3.5배인 4800평, 서고 면적은 2.6배인 1500평, 열람석도 4배나 되는 1150석

으로 교통이 불편한 문제 외에는 서고와 열람석 부족, 도심의 소음 등 도서관의 정상 기능

의저해요인과환경문제가크게해소되었다.

도서관 내부 구조를 보면 지하 4층은 모두 서고로 쓰이는 가운데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

하고, 2~3층은 관리사무실, 4층은 목록실·대출대, 5·7층은 일반열람실(7개소) 660석·

휴게실·정기간행물실, 8층은 인문사회계 참고실(108석)·참고상담실, 9층은 자연과학계

참고실(68석)·외국자료실(48석)·정기간행물실(44석), 10층은 개인문고실 6개(68석)·세

미나실 2개·한국문헌실(32석)·반공문헌실(8석), 11층은 특수연구실 10개(60석), 세미나

실 2개, 12층은 기계실, 13층은 전시실, 14층은 기계실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열람객의 소

지품 보관 편의를 위해 1,6,8층 각 층에 자물 박스도 마련했다. 또 어린이회관 당시의 어린

이수 장과체육실을철거해지하서고로고쳤고, 어린이극장은대강당으로사용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서가 전체의 55%인 31만 권, 양서가

9.7%인 5만 3000권, 동양 고서가 2.6%인 1만 4000권, 아동 도서가 2%인 1만 권, 동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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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자료가2.6%인 1만 4000권등으로구성되었다.

1974년 12월 2일에 열린 개관식에는 유기춘 문교부 장관과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테이프를끊고박대통령의휘호로제작된현판을걸었다.

198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천정 보수를 비롯하여 화재 경보기 시설 보완, 전기 교체 공

사, 난방 배관 교체 등을 시행하고자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 휴관을

하고보수공사를실시하 다. 총공사비 1억 5000만원을들인보수공사를마친후 9월 8

일 재개관을 했다. 주로 노후된 건물의 시설 개보수와 함께 난방 및 조명 교체, 천장·유

리·칸막이 등 부대 시설을 새로 단장하 다. 재개관 후에는 비디오 랭귀지 시스템(Video

Language System)을 갖춘 어학실을 직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개방하여 자유롭

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급증하는외국어회화공부에많은도움을주었다.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에 있는 중앙도서관 건물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도서관 이

용자를 수용하지 못해 1986년까지 강남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는 계획하에 시설 규모

와 운 의 현대화 등을 모색했다. 강남구 반포동 511번지 일대에 2400여 평의 새 건물을

지어 이사하는 도서관 이전 계획은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밝혀진 것으

로, 도서관 후보지 일대 토지 이해 관계인들에게 계획안을 공람시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확정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강남 지역 공원 부지에 7~8층 규모에 내부 연건평을 기존의 약 3배

규모의 1만 3000평으로 삼아 건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자료 활용 방식도 컴퓨터화하는

등 대대적인 운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도서관 외부 환경도 이용자의 휴식과 주민

교육장으로활용하고자공원을조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향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용자의 연중 증가 추세, 장서의 확충이 그 구체적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당시 1일 열람자 수가 1200~1300명으로 매년 20% 정도가 늘어나고 비치 장서도 약 100

만 권에서 향후 500~600만 권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계획을 세웠다. 또 열람석도 기존

의900석에서 3000여석으로늘릴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운 면에서도 모든 시설을 컴퓨터로 현대화해 업무상으로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열람의 능률과 효과를 기할 계획이었다. 즉 이용자가 손쉽게 보다 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끼리 상호 도서 대출 제도를 실시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센터로 하여 모든

사립·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어느 도서관에서나 찾고 싶은 도서 자

료를컴퓨터에입력하면국내도서관의관계자료가모두나타나게되는토탈시스템(Total

System)을확대할방침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같은 계획 추진에 앞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시설을 도입해 도서 목록

을 정리하 다. 또 책을 대출 받는 방법도 선진국처럼 도서 목록 컴퓨터만 누르면 서가에서

책이 자동적으로 빠져나와 컨베이어를 통해 열람 신청자 앞까지 옮겨지는 등 현대화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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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시설 예산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여, 대출 시간의 절약과 책의

보존 효과를 위해 사람과 기계의 힘이 반반씩 필요한 절충식 방식을 대출 과정에 활용할 계

획을세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새 도서관이 세워지면 늘어나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 독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비치된 전문 도서의 열람자 증가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강남 이전에 따라 남산의 구 건물 용도는

학생과학관이나 지방 수학 여행 학생을 위한 청소년 호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으

나어린이회관으로활용하기로결정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신축은 1982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확정되어, 1983년

10월중에 20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에 착수해 10월 말에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510번지에

서 착공되었다. 새 도서관은 165억 원의 예산으로 총 부지 4만 2695평에 지하 1층, 지상 7

층 규모로 건립되었는데 주변에 산책로, 주차장, 운동 시설, 녹지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

었다. 주 건물인 도서관은 부지 1만 7292평에 연건평 1만 3071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

물로 5400석의 열람실을 갖춰 남산중앙도서관(824석)보다 6.6배가 늘어났다. 또 편의 시

설로 1218평의 주차장과 매점이 들어서고, 운동 시설로는 1518평 규모의 농구장과 정구장

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이용자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1760평의 조경 시설과

2만 40평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조경 시설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상징탑, 그늘시 , 식수대

등을마련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1984년3월19일강남구반포동신축현장에서신축기공식을거행했다.

1986년 6월 19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동의 상량식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권숙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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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상량문은“나라와 겨레의 교육 문화 창달을 위한 터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세운다”로 정했다. 1988년 개관을 앞두고 국립중앙도서관은 1987년 12

월 30일까지 강남구 서초동 소재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정했다. 이후 1988년 2월

15일 전두환 대통령의‘국민독서교육의 전당’이란 내용의 휘호비를 국립중앙도서관 앞뜰에

서서명원문교부장관등각계의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제막하 다.

신축 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 5월 28일 이현재 국무총리, 김 식 문교부 장관, 이천수

국립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한 도서관계 교수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하 다. 이현재

국무총리는“현대적인 최신 시설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의 축적에서 더 나아가 미

래의 교육 문화 창달과 새로운 지식의 장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

며, 특히 최신의 도서와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해 줄 것, 전국에 있는 도서를 포함한 모든 자

료의 총 목록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해외의 도서

관관리기법을도입하여시대에뒤떨어지지않도록많은노력을해줄것을당부하 다.

그 당시 새로 지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 손으로 건축한 최초의 국립도서관으로 대지

면적 14만 2233㎡(4만 3025평), 본관과 사서연수관 총 건축 연면적 4만 2971.42㎡(1만

3000평) 규모로 장서를 400만 책까지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전을 계기로 주제별 자료실

등을 개가식으로 운 해 도서관 이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다. 1층에는 중앙목록실·

대출대·전시실·점자자료실·복사실을 두었고, 2층에는 800여 석의 열람실, 3층에는 참

고실·연속간행물실·정부간행물실, 4층에는 주제별 자료실, 5층에는 학위논문실·비도서

자료실·고전자료실·연구실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별관에는 도서관협회와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국제회의실, 강의실, 시청각실 등을 갖추어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

의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

신축 이전 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보존과 관내 환경 위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를추진하 다. 1992년에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임시휴관하고서고및

자료실, 사무실 등 관내 소독을 실시하 다. 1993년에는 1층 로비에 자리잡고 있는 전시실

을 새 단장하 다. 창문 폐쇄, 방음벽 설치 등 여러 시설을 정비하여 전문적인 전시실로 손

색이 없도록 함으로써 전시 자료의 안전상 불가능했던 전문적인 전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전시실은관내전시뿐아니라외부관련기관에도대여해적극활용하고있다.

1996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29일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운 하 다. 입관 후 도서

관 이용자는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그후 매 30분마다 1000원씩을 적용하 다. 동절기

(11~2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

지이용하도록했다.

한편 2004년 2월 16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쾌적한 열람 환경 조

성과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전 건물이 금연 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로

써 도서관 건물 내부 어떠한 장소에서도 흡연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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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범칙금(2~3만 원)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퇴관의 사유가 되도록 하 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외부의 지정 장소(현관 밖, 광장 등) 등 수거 시설이 있는 구역에

서는흡연이가능하도록했다.

3. 자료보존관건립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량의 폭발적 증가와 귀중 자료 보존을 위한 환경 설정의 필요성을

느껴 보존서고동을 건립하여 1차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고서와 본관 장서의 일부를

이전하기로했다. 1988년신축이전한국립중앙도서관의현건물(서초구반포동)은장서수

장 능력이 300만 책으로,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서고의 수장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

고있었다.

1994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서고 건립 실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실무팀은 보존 서고 건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자료의 체

계적인 관리와 구 보존을 위한 제반 시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

고건립에따르는각종문제를연구했다.

1995년에는 보존서고동에 대한 설계안을 현상 공모하 으며, 1996년 11월 25일에는 이

경문문화체육부차관을비롯해관계인사와도서관직원, 지역주민등 3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서고건축현장에서기공식을가졌다.

보존서고동 증축 공사 사업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 도서 및 고서의 안정적 수

장과 자료의 증가로 인한 수장 능력의 확장 및 본관 도서관을 점유하고 있는 지원부서 사무

실 기능의 일부 이동으로 인한 공간 확보 등 국가문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것이었다. 또

한 도서관 조직의 체계화와 안정된 독서 분위기 조성, 문헌 자료의 체계적 보존 기능 수행,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 교류, 국가문헌 정보 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 통합 등

을 목표로 하 다. 이같은 목표하에 보존서고동을 기존 건물과의 조화 및 기능적인 연결,

기존 건물과 보존 자료의 유기적 이동 동선 확보, 기능별 합리적인 공간 배치, 앞으로 기능

변화에대처가가능한공간구성으로계획하 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 산 60-1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 부지 내의 보존서

고동 증축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건축 개요를 살펴보면 용도 지역은 공원지역(서리풀 근린

공원), 대지 면적은 6만 6888㎡(2023만 352평), 건축 면적은 기존 면적이 8412.50㎡

(2544.78평), 증축 면적은 2831.14㎡(856.41평)으로 합계 1만 1243.64㎡(3,410.2평)이었

다. 연면적은 기존 면적이 4만 2971.42㎡(12,998.85평), 증축 면적이 1만 6539.55㎡

(5003.21평)으로 합계 5만 9510.97㎡(1만 8002.06평)이었다. 이에 대한 건폐율은 16.8%,

용적율은 62% 으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 다. 공사 기간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2000년 7월 20일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316억 7700만 원이었다. 외부 마

감으로 외벽은 화강석버너구이 및 알미늄 패널로, 창문 유리는 24㎜ 반사칼라복층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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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다. 연수동 건물 옆에 들어선 보존서고는 방재, 방화, 방범을 위한 첨단의 과학적

인 보존 시설을 갖추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국가문헌자료의 구 보존 임무에

크게기여하게되었다.

4. 건물안전점검및보수보강공사

가. 본관, 사서연수관, 자료보존관

본관은지하 1층, 지상 7층의연면적 1만 519평규모로 1988년 5월에준공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8년 2월 초 본관 1층 사무실 일부 바닥에 균열이 발견되어 4월에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본관 시공자 (주)경향

건설에서 간이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1층 사무실 바닥 슬라브와 지하 서고 천장 와플슬

라브 균열관통의 조사 결과 0.2~2.0㎜의 균열 발생을 발견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주)

경향건설 부담으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 다. 진단 기관은 (재)건설재해예방연구원, 진

단 기간은 1998년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진단 비용 900만 원은 시공자인 (주)경향

건설에서부담하 다.

안전 진단 실시 결과 본관 지상 1층 슬라브는 Waffle구조로서 현장조사결과 슬라브 및

Ribs에 전반적인 균열이 조사되었다. 균열의 특성은 타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열대에

비교적 큰 균열이 분포되었으며, 하중 조사 결과 로비의 고정 하중이 원구조 계산서상에는

570㎏/㎡이나당시고정하중은858㎏/㎡으로 288㎏/㎡의과하중이나타났다. 지상 2층은

전반적으로 지상 1층과동일한 패턴의 균열로 조사되었고, 원구조 계산서상의적용 하중기

준이 930㎏/㎡이나 실재 상재 하중이 1,002㎏/㎡으로 조사되어 당초 기준보다 72㎏/㎡의

과하중을받고있어지속적인계측관리와보수·보강이필요하다는판정을받았다.

이에 따라 사용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8월부터 균열 상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정 계측 관리를 실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도서 분산으로 과하중이 해소되어 더

이상의 균열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 의뢰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

으로 진행중에 있는 본관 3층부터 7층까지에 대한 건물 추가 안전 진단 결과와 계측 관리

실시 결과, 그리고 학계의 건물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자문에 따라 필요한 보

수·보강계획을수립시행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의안전 진단 자문회의는 1998년 6월 23일 개최되었다. 참석자로는 고려

대 김상대 교수(구조역학), 연세대 홍갑표 교수, 경희대 김희철 교수를 비롯해 진단 기관에

서 윤하용 부장 외 1명, 도서관에서 관장 외 8명이 참석하 다. 회의 결과본관은 건물 안전

성 평가가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지상 3~7층에 대해서도 7월

중 안전 진단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비파괴 검사 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일부 중요 부

분에 대해서는 실제 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 조사 시 제시하지 않은 구조 보강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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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체적인시공방안을제출받도록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본관의경우균열상태의진행성여부에대해즉시주기적인계

측 관리를 실시(연 2400만 원)하고, 실시하지 않은 3~7층 건물에 대해 안전 진단 실시

(2500만 원), 사용 하중이 초과된 도서 자료 87만 책을 본관 지하 1층 등에 분산 보존(현 소

장 자료 310만 책)하도록 했다. 또 본관 지하 1층(30만 책), 별관 강당 로비(7만 책), 물류

창고또는컨테이너임차(50만책)로예산 1억 500만원이소요되었다. 아울러열람실서가

의 재배치로 하중을 균등히 분산, 배치하도록 했는데, 재배치 작업으로 자료실을 휴실하고,

1층 사무실 벽돌벽체를 경량 칸막이로 교체(1500만 원)했다.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에폭시

주입 공법으로 보수를 실시(6억 9600만 원)하며 1~2층 바닥 균열 보수 시 휴관을 검토했

다. 또한납본도서등의이동통로를현 1층에서지하로변경하도록했다.

이같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안전 대책 방안으로 1999년에는 본관 및 분관 서고의 과

하중해소를위해장서를분산하는(본관 310만권중 87만권, 분관 29만권중 15만권) 조

치를 취했다. 즉 본관 지상 1층 열람과 사무실 벽돌벽체를 경량 칸막이로 시공하여 초과된

288㎏/㎡의 하중을 줄이거나 사용 하중을 제한했다. 2층은 사용 하중을 제한하고 열람실

서가의 재배치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도록 했다. 또 균열 부분에 대해 에폭시 주입으로 보

수하고 지속적인 계측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단면 내력 부족분(보, 슬라브, 기둥)은 철판

보강 공법으로 구조에 발생한 균열 보수 후 사용 하중을 제한한다는 것, 건물 기울기의 진

행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지속 계측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이 건의되었다. 이에

따라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와 분관 취약 구조체 보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 예

산을 1999년예산에계상하 다.

1999년 11월 8일에 작성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보수·보강 공사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8년 7월 6일의 건물 안전 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받은 본관을 보

수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기둥 주위 바닥 표면을 제거한 결과 상당 부분이 당초 예상보

다 드롭패널 균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보수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구

조진단 전문 기관에 재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기둥 146개소 중 13개소는 B급(9%), 73개소

는 C급(50%), 60개소는 D급(41%)으로 판명되었다. 또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한 철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당초 보수 계획보다 보수 기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신공법(리프리트 공

법)에의한균열부위내력의보수·보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분관 건물의 안정성 평가는 D등급이었다. 건물 안전성 평가는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B급은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되고, C등급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D등급은보수·보강및 사용제한이되는등급이다. 이에따라공사기간을당초

1999년 12월 말까지에서 2000년까지로 연장하고 보수 비용은 1999년 확보 예산(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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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0년 확보 예산(18억 원)을 병행하여 추진하 다. 그 당시 기둥 및 슬라브에 대하여

드롭패널 보강 28개소, 탄소섬유 보강, 내화 피복, 균열 보수 및 관련 기계·전기·소방 등

에대한보수·보강공사를실시하 으며, 서고및자료실사용하중을하향조정하 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보수 보강 공사 추진 시 하자 분담 기간은 1999년 8월 20일부터

12월 30일이었고, 국고 분담 기간은 1999년 9월 9일부터 12월 8일이었으며 시공자는 (주)

경향건설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필요 시 일부 자료실을 추가 휴실

하도록대책을수립하 다.

그이후 2001년 3월에는한국재해예방기술원에서지상5층전자도서관및6층동측사무

실에대해정 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와플슬라브부재균열발생으로주기적인점검실시

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관 5, 6층 일부 슬라브에

대하여드롭패널하부보강, 탄소섬유시트보강, 내화뿜칠및균열보수보강을실시하 다.

이후 2001년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미구조물안전진단에서 본관, 연수동, 강당

동, 자료보존관 및 분관에 대한 정 점검 및 내하력 재평가 실시 결과 균형과 변형이 있으

나 허용 범위 이내의 상태이며 지속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B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동년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관 5, 6층 일부 슬라브에 대하여 예산 3000만 원으로 드롭

패널하부보강2개소와탄소섬유시트보강, 내화뿜칠및균열보수공사를실시하 다.

2002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미구조물안전진단에서 본관, 연수동, 강당동, 자료

보존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종합 평가 등급이 B등급(노후화 상태는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이며, 안전성 면으로는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허용

범위 이내인 상태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함)으로 평가되었다. 또 본관에 대한 내진

성능을 검토해 층간 변위를 검토한 결과 수평 변위량은 각층의 허용치(0.015)를 넘지 않지

만, 이미 설계된 전단벽 부재의 배근량이 하부층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보

강이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센구조연구소

에서 본관, 연수동, 강당동, 자료보존관을 점검한 결과 각 동별 미세 균열 발생으로 주기적

인관찰이필요하지만대체적으로양호한것으로판단하 다.

2003년에는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관 6층과 지하 1층, 연수관 지하 1층 및 자료

관 지하 1층 천정 부위에 변위계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해 왔다. 2003년

상반기(5.20~5.21)와 하반기(11.27~12.2) 정기 점검 시 센구조연구소에서 본관, 연수동,

강당동, 자료보존관을 점검한 결과 기 설치된 변위계의 변화값은 변동이 없으나 지속 관찰

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 정기 점검

시 옥상 캔틸레버보 257m 등 균열 부위에 에폭시수지 주입 공법을 이용한 균열 보수 공사

(안)이 제시되어 동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예산 5900만 원으로 주입 공법을 통해 부

분적으로보에대한보수·보강공사를시행하 다.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본관, 보존서고동,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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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안전성(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여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및 적재 가능 최대 하중

을 산정했다. 이어 2004년 8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술사사무소바로구조에서 본관,

연수강당동, 자료보존관에 대한 정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배근 및 중성화 등이 다소

불량으로나타났으나건축물종합평가는B등급으로판정되었다.

나. 분관

분관(역삼동 소재)은 1981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연면적이 2435평에 지하 2층, 지상 4

층의 건물로 준공일로부터 약 17년(1998년 당시)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었다. 1998년 4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서 지하 1층에서 옥상층까지 정 안전 진단

을 실시한 결과 3,4층 서고의 적재 하중이 설계 시보다 ㎡당 150kg이 초과되므로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물의 사용 하

중을 제한하고자 1998년 6월부터 3,4층 서고 도서 15만 책을 지상 1층으로 분산 조치 완료

하 고, 종합적인안전관리를위해 1999년예산에 9억 9000만원을계상하 으며 1999년

초부터보수·보강공사를실시하여안전관리에완벽을기해나갔다.

1998년 6월 23일 개최된 안전 진단 자문회의(본관 포함) 결과 분관 구조 보강에 필요한

도면, 시방 사항,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사항을 안전 진단 기관이 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보

수·보강비, 안전 관리비 등과 새로 건립하는 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기관에서 제출토

록 하 다. 또 분관 건물의 균열 상태, 외부 계단과 건물 기울기의 진행성 여부를 주기적으

로 계측 관리하는 것을 즉시 실시(연 2400만 원)하고, 3~4층에 있는 도서 자료 15만 책을

1층으로 이동, 관리(현 29만 책)하며, 보관 가치가 없는 5만 책은 제적 처리하여 공공도서

관에 이양하도록 하며, 분관은 보수·보강 비용과 새로 건립하는 비용을 안전 진단 기관으

로부터 비교, 제출받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안전 대책 방안으로 1999년에는 본관, 분관서고의 과하중 해소를 위해 장서를

분산하는(본관 310만권중 87만권, 분관 29만권중 15만권) 조치를취했다.

이에 따라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와 분관 취약 구조체 보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1999년예산에계상한바있다.

분관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0월 31일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일시

휴관하 으며, 동 보강 공사를 완료한 후 1999년 11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으로

개관하 다. 이후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거치면서 2001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한미구

조물안전진단에서 본관을 포함하여 분관에 대한 정 점검 및 내하력 재평가 실시 결과 B

등급으로 상향 조정 판정을 받았으며, 균열 및 변형이 있으나 허용 범위 이내의 상태로 지

속관찰이요망되었다.

2004년에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본관을 포함하여 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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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관)에 대한 안전성(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여 구조 해석, 내하력 평가 및 적재 가능

최대하중을산정한바있다.

제5절 관련법규의제정및개정

1. 관내규정

1950년 3월 24일문교부령으로국립도서관도서열람규정이제정되었다. 당시규정은휴

관일에 대하여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및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정기 휴관

일로 하고, 국립도서관장이 도서의 폭서, 점검, 정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또한 도서관의 열람 시간을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로

규정하 으며, 원칙적으로도서열람은유료로한다고규정하 다.

1975년 2월 27일 전문 개정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열람 규칙은 휴관일을 공휴일(일요

일 제외)과 도서의 폭서·점검·정리 및 기타의 사유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고, 열람 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하고 그 외의 기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 30분으로 규정하 다. 또 도서 열람은 유료로 하되, 공무원의 공무

수행상열람은무료로하 다. 1976년 6월 18일일부개정을통해공무원의공무수행이외

에 도서관주간, 독서주간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서 열람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개정하 다.

1983년 2월 1일 개정으로 도서관의 열람 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의

열람이무료로전환되었다.

1991년에 도서관진흥법(1991.3.8. 법률 제4352호) 및 동법 시행령(1991.4.8. 대통령령

제13342호)의 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로 이관되어 종전의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규칙을 보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중앙도서

관 이용규칙(문화부령 제8호)이 1991년 7월 16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용규칙의 주요 골자

로는 도서관의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장이 도서 정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하고(제2조),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며(제4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

등에 필요한 때,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때,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때로하는것(제8조) 등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8월 10일 일부 개정을 통해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을 매월 둘

째 및 넷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휴관일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 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의 정리 등을 위하여 2일 이상 휴관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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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 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문화부령 제11호 도서관진흥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를 개정해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 으며, 사서자격증 교부 신청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7일로, 사서자

격증재교부신청과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의처리기간을현행 5일에서 3일로단

축하 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도서번호 부여 신청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부여 신청의

처리기간도현행20일에서 7일로단축하 다.

2003년 12월 10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일 이상의 휴관일을 정하거나 이용 시간·사용

료를 정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운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외에

사무분장규정및각종위원회규정등을제정하여운 하고있다.

다음은현행주요규정의내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서관의 관장 사무를 부서별로 세부적

으로규정한국립중앙도서관사무분장규정을포함하여제반업무에관한전결사항과절차를

정한국립중앙도서관위임전결규정, 도서관의각종통계의작성및보고에관한국립중앙도

서관통계규정이있다. 그외에시설사용, 당직, 출입증, 주차장관리등에관한규정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행정의 주요 절차와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특수자료취급규정,

귀중자료취급규정, 자료등록규정, 자료정리규정, 자료제본규정, 자료대출규정, 복제업무규

정, 서고출입관리규정, 연속간행물수집처리규정, 개인문고설치 및 운 규정 등을 운 하고

있다. 이밖에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과 사서교육훈련운 규정을 통해 사서 행정을

뒷받침하고있다.

또한 도서관 내·외부 인사의 자문과 심의를 통한 도서관 운 의 내실화를 위해 국립중

앙도서관 행정개선위원회규정을 포함하여 정책자문위원회, 한국문헌번호위원회, 장서개발

위원회, 고서위원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 에 관한 규정을 두

고있다.

1999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사무분장규정, 이용규칙시행세칙규정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

다. 이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되고, 분관

업무 처리와 행정상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내용은 통계, 사무 분장, 복

사 업무, 이용 시행 세칙, 자료 대출, 위임 전결, 시설 사용, 자료 제본 규정 등의 일부 개정

과 한국문헌번호센터 설치 및 운 규정 제정, 사서자격증 발급 업무 처리 규정, 국립중앙

도서관 분관 문화가족회원 규정 등의 폐지 다. 또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사서교

육훈련운 규정과 교육훈련성적평가관리규정 등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 다. 특히 이용

시행세칙에서 이용 대상자를 20세 이상인 자로 하되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은 20세 미만인

자도이용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둠으로써실질적인이용대상자를확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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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은 각과의 의견 수렴과 실무자 검토 회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행정개선위

원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 1999년 11월 5일자로공포되었다.

2.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의 제·개정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하

다. 1963년 10월 28일도서관법이제정공포되면서국립도서관에서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어제도및업무면에서장족의발전을이루며도서관사업이본궤도를달리게되었다.

제정 도서관법은 국내외의 도서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보존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

로써 도서관이 국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도서관의 종류를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3종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의 3종으로 구분하고, ② 공립의 공공도서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을 감독청에 등록하도록 하며, ③ 공공

도서관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소정의 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이나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독청은 당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정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판사나 기타의 자가 간행물을

출판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당해 간행물을 납본 또는 제공하도록 하 으며, ⑤

공·사립의 공공도서관과 도서관협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기타의 원

조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후 마련된 도서관법 시행령은 1967년 3월 27일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관리 및 운 ,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 , 인쇄카드의 배부, 귀중한 문헌의 마이

크로 복제와 배부, 기타 도서관 업무의 기술 향상 등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타 도서관에 대

한지도·지원의업무 역을구체화하 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86년 11월에 도서관법 개정안(초안)을 마련해 현행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 다. 한국도서관협회는 현행 도서관법이 첫째, 도서관의 육성은 국가

가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며 권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둘째, 도서관 기

능의 활성화의 필요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도서관의 전문

성이 소외당하고 있으며, 넷째, 전국 도서관의 조직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개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을 국가의 강력한 문화 교육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으

면도서관계의선진화가효과적으로실현될수없다고보고그개정안을마련하 다.

이후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등 소극적인

기능 수행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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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원적 기능 수행의 현대적 도서관 개념으로 삼았다. 아울러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7년 11월 28일 개정되었다.

개정 도서관법은 ①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

로,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온 것을 앞으

로는 그 전문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

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② 사서 직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정사서와 준사

서로 구분하여 온 것을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는 1급 정사서·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도록 하 으며, ③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

요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신설

하 다. 또한 ④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서지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제도화하되, 그

실시 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⑤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그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조직체로서 도서관정보협력망을 구성하고, 그 협력망의 운 과 통합을 위하여 중

앙관과지역대표관을두도록하 다.

도서관법 개정 법률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2호로 공포되어 1988년 2월 28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도서

관협회에서도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연구 협의를 위해 위원 13명을 위촉하여 1988년 1월

12일 협의회를 발족시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 구체적인 경과 과정

을 보면 1988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 회의를 국립중앙

도서관 분관에서 개최하 고, 1988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심의위

원회 개최 및 심의 확정을 했다. 이후 1988년 2월 26일부터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연구 및 심의위원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1988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

서관법시행령개정령(안)에대한지상공청회개최및의견검토회를개최했다.

이에따라새로제정(1988년 8월 16일)된도서관법시행령은다음과같았다.

① 공공도서관의 봉사 대상 기준 인구가 2만인 이상 5만인 미만인 경우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종전에는 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면적만을 165㎡, 기본 장서를 1000권 이상으로

하던 것을 도서관의 현대적 기능 수행과 효율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각실·

휴게실·복도·식당·기타 부속 시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건물 면적을 660㎡, 기본 장서

를 6000권 이상으로 하는 등 봉사 대상 인구 기준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을상향조정했다.

② 공공도서관에 두는 사서 직원의 배치 기준을 종전에는 도서관의 건물 면적을 기준으

로 하여 330㎡ 이하인 경우에는 3인을 두며,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65㎡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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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을 더 두던 것을, 앞으로는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3인을 두고,

그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1인을 더 두도록 하는 등 각종 도서관에 두는 사

서직원등의배치기준을상향조정하 다.

③ 사서 직원의 자격이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정사서 및 준사서에서 1급 정사서·2급 정

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됨에 따라 그 자격 요건을 세분하고, 준사서의 자격 요건을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사서 업무 종사 경력

이 있고 소정의 강습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사서 직원의 자

질향상을위하여경력·학력및연수과정을상향조정하 다.

④도서관발전을위한중요정책의수립등에관한문교부장관의자문기관인도서관발

전위원회는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도서관 업무와 관련 있는 관계 국장과 도서관학·문헌정보학 교수, 기타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

로구성하도록하 다.

⑤ 도서관진흥기금은 도서관의 설립·시설 및 운 과 도서관 정보 협력망의 구성 및 운

의 보조,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의 연구 활동의 지원, 기타 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

한사업의지원에사용하도록하 다.

⑥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에 제공 및 납본해야 할 도서·연속간행물 외의 자료

는지도·음반·비디오자료·슬라이드등으로했다.

⑦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 을 위해 두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운 위원회는 도서관

단위로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포함한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구성하도록했다.

⑧ 각종 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체제로 구성되는 도서관 정보 협력망

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중앙관의장(국립중앙도서관장)은매년 3월말까지도

서관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 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지역대표관에 통보하고 지역대표관의 장은 협력망 운 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협력망운 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 다.

한편 1987년 10월 30일에 한국 도서관계의 숙원이었던 도서관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

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되었다.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후 한 번도 개

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정보 사회에서의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 도서관 육성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아 개정되었다.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

한날부터시행되었다.

1991년 3월 8일도서관법은도서관진흥법으로대체되었다. 제정도서관진흥법은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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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서관을 문화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출판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대한국제표준자료번호를국립중앙도서관이부여하도록했다. 

또한 도서관이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각종 문화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의이용과유통을활성화하 다. 

특히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정책을국가적인차원에서수립·추진하 다.

제정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1991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도서관

진흥법시행령의내용은다음과같았다.

①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 대

상 기준 인구가 2만 인 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

물실및시청각실등을갖추도록하 다.

②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 업무 관

련 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 인사 중에서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하 다.

③ 국내외 도서관 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목록의 국제 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 기구의 가입 및 활동 등의

업무를수행하도록하 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 , 자료의 선정·교환 및

국제 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 , 지역 문화 사업의 전개 등을 지도·지원할

수있도록하 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 운동, 아동

과 청소년의 독서 지도, 장애인 및 취약 지역 주민의 독서 운동, 교육·문화 시설과의 협조

사항등이포함되도록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에사서연수과정을두어연수를받고자하는사서직원등이5년에 1회

이상연수를받을수있도록하고각도서관의장은연수직원이연수를받는데협조하 다.

⑦ 당해 도서관장 및 지역 내 인사 등으로 도서관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각종

문화 시설과의 상호 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 구성 방침, 독서운동 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여도서관의효율적인운 을도모하 다.

⑧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타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 연구

실·회의실 등의 이용 수수료, 복사료, 강습료 및 입관료 등으로 하되, 국·공립 공공도서

관은 1992년부터입관료를받을수없도록하여일반인의이용을자유롭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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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4년‘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3월 24일 법률 제4746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도서관진흥법은폐지되었다. 3월 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책의해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독서진흥법과 도서관진흥법 간의 쟁점 부분이 수정되어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도서관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 다. 이에 따라 첫째, 문고를 도서관과

동격으로 취급해 왔던 것은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아 운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둘째, 문고 내의 독서지도요원은 용어 자체를 삭제하여 사서 직원 등을 두어 독서 진흥 업

무를 담당케 하 다. 셋째,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기존 도서관발전위원회와 통합된‘도서

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바꿨다. 통과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계의 요구 사항을 상

당 부분 받아들 으나 쟁점 사항 중 공공도서관을 문화체육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을 이루어

내지못해도서관계의아쉬움으로남았다.

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게 독서 기

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①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 시설로서 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②도서관 및 문

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과 독서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 으며 ③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 간의 업무 협력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

아도서관협회또는문고협회를설립할수있도록하 다.

1994년에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 시행령’이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내무부, 교육부 등 24개 중앙부처에 공문을 발송

하는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7월 24일부터 도서

관및독서진흥법을시행했다.

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은 ① 공공도서관은 봉사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

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 기준을 정하고, ② 문고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 면적이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으로 하고, 문

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도서

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

에 관한 사항을 정하 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하고 ⑤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규모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7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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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건물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로 하 다. ⑥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 관련 단체 및 직장 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 진흥에

공적이있거나독서실적이우수한자에게이를시상하도록하 다.

한편 1999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 공포되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1999.1.21. 법

률 제5657호)된 데 따른 것으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등록제로 전환

하고 폐관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등록취소제 및 등록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 정비와 사서자격증 발급 재교부 등의 업무가 문

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도서관협회장으로, 사립공공 도서관의 등록 업무는 문화관광

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 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대통령령 제16471호’(관보 1999.7.16일자 게재)와‘문

화관광부령제29호’(관보 1999.7.29일자게재)로공포했다.

2000년 1월 21일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그 운 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

이 적어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지도 및 지원에 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하 다. 또 2003년 5월 29일 개정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각급 부대에 병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자기 계

발촉진의기회를제공하고병 문화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 다.

2000년 6월에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공공도서관의 자료 폐기 및 제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 다.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경구

열람관리부장과 이숙현 자료조직과장,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추천한 강우상 서울대학

교 도서관 사서사무관, 김상태 전남대학교 도서관 사서사무관,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추천한

김현남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윤수정 등포평생학습관 사서주사보 등 6명으로

구성되어3차에걸쳐회의를개최하며관련법개정안을마련하여문화관광부에건의하 으

나반 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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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

제1절 주요행사

1. 장서 500만책달성기념행사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 이래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500만 장서를 달성함

에 따라 도서관 장서 500만 책 달성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권재윤 열람관리부장을 팀

장으로 11명의 T/F팀을 구성하 다. T/F팀은 공식 기념 행사를 비롯해 기념 학술 세미나,

500만 장서 등록 행사, 500만 소장 자료 특별전, 기념 음악회 등 대내외적 홍보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에따라 2004년 9월 15일대통령 부인권양숙여사, 문화관광부정동채장관을비롯

해 도서관계 인사 및 문화계,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해 사회

전반에걸쳐도서관에대한관심을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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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500만책달성기념행사

(2004년 9월 15일)



500만 달성 기념으로‘21세기 도서관이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

해 문헌정보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 국내 도서관인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도서관 500

만 장서 등록 행사’를 열어‘자랑스러운 납본 최다 출판사’(박 사, 지구레코드사) 시상,

‘500만번째도서납본자’기념패전달, ‘500만번째장서’(한국복식도감, KBS아트비전제

작) 등록 시연 행사 등을 개최했다. 아울러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금난새)의

특별음악회를대강당에서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500만장서달성기념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하고각종텔레비전, 신

문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를통하여국민과정부, 국회, 도서관, 출판계등에국립중앙도서

관의역할과활동에대한재인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국립중앙

도서관의위상강화에크기기여하 으며, 이를통하여지식기반시대에우리나라의국가경

쟁력을지원할수있는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확고히자리매김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가. 기념학술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은 500만 장서 달성을 기념해‘21세기 도서관이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문헌정보학교수및관련전문가, 국내도서관인등400명이참석한기념학술세미나를개

최했다. 

학술 행사에서는 김태승 경기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21세기 한국대학도서관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유사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전문도서관 과학 기술 R&D 정보의 활용’, 변우열 공주대학교 교수의‘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과제’, 곽철완 강남대학교 교수의‘미래의 공공도서관’, 곽동철 청주대학교 교수의

‘21세기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재정립’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용훈(한국

도서관협회 부장), 임윤철(정독도서관 자료봉사과장), 김종은(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과

장), 송기호( 신고등학교 사서교사), 이지호(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사무국장) 토론자들

과토론시간을가졌다.

나. 500만장서등록행사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랑스러운 납본 최다 출판사로 선정된 박 사와 지구레코

드사를 시상했고 500만 번째 도서 납본자로 등록된‘한국복식도감(韓國服飾圖鑑)’을 제작

한 KBS 아트비전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500만째 장서‘한국복식도감’은 통일신라·후

백제·후고구려·고려시대의 복식을 고증, 재현한 타블로이드판 304쪽 분량에 왕·왕비·

귀족·서민 등 각 계층의 의상과 장신구, 소품의 다양한 근거 자료 및 사진과 함께 시대별

복식사적배경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자취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화한 홍보 상물 상 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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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500만 번째
장서를 등록하고 있다.

▼500만 번째 등록 장서(한국복식도감)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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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소속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임병수 국립중

앙도서관장의 환 사와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의 축사,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격

려사가이어졌다. 

권양숙 여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복식도감에“도서관은 책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의 장입니다”라는 귀와 함께 서명한 뒤 이를 500만 번째 장서로 등록하는 작업을 시

연했다. 이어 권양숙 여사는 전시관을 찾아 석보상절, 대한매일신보,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탁본등의전시물을관람했다.

다. 500만소장자료특별전

장서 500만 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로 당관 소장 자료 중 문헌적 가차가 있는 고서, 단

행본, 신문을 비롯한 탁본, 지도 등 각종 형태의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500만 소장 자료 특별전’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층전시실에서개최하 다.

전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소장 자료 가운데 당관 귀중본 1호인‘석보상절(釋譜

詳節)’과 해방 후 당관 최초의 등록 자료‘해방전후의 조선진상’, 1911년 광학서포에서 발행

한당관딱지본자료중가장오래된‘목단화’등귀중한자료 100종이함께전시되었다.

전시 자료 에 대해서는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흥선 스님이 보물 523호로 지정된‘석보상

절’을,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국대사가 서울 및 조선의 첫인상, 왕의 거동, 북한

산 여행, 조선의 결혼 풍습, 무속, 단발령 등 조선의 국내 사정과 풍습 등을 담고 있는 이사

벨라버드비숍(Isabela Bird Bishop) 여사의‘Korea and Her Neighbors(1898)’를, 채수

삼 서울신문사 사장이‘대한매일신보(1904년 7월 18일자)’를, 이형구 선문대학교 교수가

‘광개토대왕릉비탁본’을설명했다.

라. 기념음악회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금난새)의 특별 음악



회를 열었다. 연주곡 설명과 함께 진행된 음악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양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을주제로한변주곡과모차르트의목관 5중주Woodwind Octet No.12 K.388, ‘피

가로의결혼’이연주되었다. 

2. 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행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 10월 15일에 개관 60주년을 맞았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0

월 15일‘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 도서관법 공포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고, 1991년 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그 위상을 정

립해왔다.

개관 6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14일 국제회의장에서 개관 60주년 기념식

을 거행해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지식 정보 세상의 중

심’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고재도약을다짐하여국가대표도서관으로거듭나기를결의하

다.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의원, 역대 관장, 유공 포상자, 한국도서관협회, 공

공도서관,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관계 및 출판계 인사, 자료 기증자, 일반 이용자 등

300여명이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해 대

통령표창(한국도서관협회, 김도경), 국무총리표창(고덕평생학습관, 윤희윤, 이응봉), 문화관

광부장관표창(국립중앙도서관 조미선 등 24명) 등을 수여했다. 이중 한국도서관협회(회장

한상완)는 각종 도서관과의 협력 및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

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도경 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평생 교직에 종사하며

수집해온 경 학 및 경제학 분야의 소장 자료 4277책을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문고로 기증

하여 국가문헌의 확충과 개인문고 제도를 활성화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국무총

리표창을 받은 윤희윤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도서관법’개정안 준비 및 중장기 비전

수립연구등에기여하고사서연수강의등최신지식정보를제공한공로로, 이응봉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직 전문교육과 교육훈련계획수립등전국사서직원의 자질향

상에 기여한 공로로, 고덕평생학습관은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

가예산절감및목록의표준화에기여한공로로각각국무총리표창을받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국립

중앙도서관 2010’도 선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0’은 10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한

201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으로‘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Pride), 지식 정보

의 유통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Provision), 도서관 정책 연구의 구심체(Policy),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 협력 창구(Portal)’등 4P를 지력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와 목표로 설정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같은 비전 실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으로 도약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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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다는계획을수립했다.

또한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도서관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광복 이후 국립중앙

도서관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특별 전시회’를 전시실에서 열

었다. 전시회는 1945년 10월에 개관한 이래 시대별 주요 사건과 도서관 성장을 이미지화한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와 도서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료도 함께 전시되었다. 아울러 관내 및 본관 로비,

사서연수관옥상등에서설치미술과퍼포먼스등을추진해축하분위기를연출했다.

이와 함께 학술 행사도 개최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10월 14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도서관 주제사서 육성 방안’이

란 주제로‘열린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고, 10월 18일에는‘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

정책’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는 국제목록전문가회의 의장인 미

국의회도서관 바바라 틸렛(Barbara B. Tillett) 박사를 비롯한 한·중·일 목록전문가 등

약300여명이참석해성황을이루었다.

가. 60년사특별전시

국립중앙도서관은개관60주년을맞이하여도서관역사60년의의미를되새기고, 과거의역

사와더불어새천년미래의도서관으로서의비전을보여주기위해‘국립중앙도서관개관60

주년기념전시’를200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층전시실에서개최하 다.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와 도서관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1945년 10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의 시대별 주요 사건, 소장 장서(량) 및 이

용자수등을다이어그램으로표현해도서관의발전된역사를이미지화하여보여주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역대 관장 33인을 비롯한 전·현직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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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람들’을 테마로 한 전시도 열렸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소장 자료 가운데

국보 148호‘십칠사찬고금통요’와 보물 1085호‘동의보감’, 구한말 조선 정부가 발간한 여

권인‘집조’,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수록한‘사마방목’과 최초의 창작 동화집인‘무지개’

등귀중자료가함께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국민과 국내외 도서관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성장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

래의모습을대외적으로홍보하는계기가되었다. 

나. 열린정책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주제전문사서 육성 방안과 혁신적인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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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기념 전시 내용]

전 시 내 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내 발행 단행본 120만 책의 서명

역대 관장 33인 초상화

역대 근무 직원 명단(1268명)

국립중앙도서관 60년 역사 : 소공동에서 반포동, 미래 도서관까지

- 소공동 : 국립도서관보 발간, 개인문고 설치, 아현분관 개관, 납본 제도 시행, 국제도서관연맹 가입 등

- 남산동 : 분관 신축 이전 개관, 역삼분관 공공도서관 표본 도서관 역할 수행,

분관 이동도서관 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포맷 제정, 사서직 직무교육과정 설치 등

- 반포동 : 국제표준도서번호 운 , 한·중·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시작, 분관 학위논문관 개관,

자료보존관 신축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500만 달성 등

- 미래 :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디지털도서관, 선진 문화·복지 국가를 구현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30종

- 十七史纂古今通要. 卷17

- 東醫寶鑑. 卷1~25

- 朝德通商條約

- 敎書, 印譜, 袖珍本, 咨文 등



개발을위한연구와토론의장을마련하고자열린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2005년 10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열린정책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로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주제사서 양성의

필요성’, 김윤실 대외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장의‘주제사서의 기능 및 역할 분석’, 정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관리과장의‘주제사서 육성 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이 이어졌다. 또 사

례 발표로 노동조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상명대학교 주제전문사서 양성 교육’,

김남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분과위원장의‘의학사서제 도입 사례’, 김창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서기관의‘국립중앙도서관 주제사서 운 현황’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질의

및토론시간을가졌다. 

다. 국립중앙도서관비전선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 10월 14일 개관 6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비전을제시하는‘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기념식’을거행했다. 이자리에서국립

중앙도서관 김태근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비전과 목표인 지력강국(知力强國)의 실

현을위한중장기계획‘국립중앙도서관2010’을선포하 다.

‘국립중앙도서관 2010’은 국가 지식 정보의 자존심(Pride), 정보 유통과 제공 서비스

(Provision),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외연의 확장과

국제적관문역할(Global Portal) 등이른바 4P로지칭되는핵심가치를근거로하여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Pride), 지식 정보의 유통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

(Provision), 도서관 정책 연구의 구심체(Policy),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 협력 창구(Portal)

등 4대목표를설정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통해 2010년까지 국가문헌 1000만 시대를 열고,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환경을 추진하며,

2008년까지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여 국가디지털정보종합

센터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는포부를밝혔다.

또한 국민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현재 인구 10만 명당 1개 관 꼴인 공

공도서관(487개)을 2010년까지 6만 명당 1개 관 수준인 710개 관으로 늘려 나가며,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세

계 주요 도서관과의 교류 확대 및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지역사무국 유치 추진 등 도

서관의 세계화를 이루어나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도서관이

용자위원회’운 , ‘도서관의친구’등을구성·운 한다는방침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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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심포지엄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2005년 10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

회의장에서‘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 정보 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서관·IT·출판분야관계자등 457명이참석한이국제심포지엄은국가서지작성기관

으로서 국내 서지 정보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동북아시아의 서지 정보 정책

을 교류하고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또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될 국제목록전문가회의(IME-ICC)에 대비한 역량 강화와 서지 정보 표준화의 국제화

에한국의역할을제고하는계기를마련하 다.

국제 심포지엄의 발표자는 총 7명으로 바바라 틸렛(Barbara B. Tillett; 국제목록전문

가회의 의장, IFLA 서지컨트롤부회 의장,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정책지원국장)의‘RDA:

자원 기술과 접근’및‘가상의 국제 전거 파일’을 비롯해 두안 밍리안(段明蓮; 중국 북경대

학 신식관리계 교수)의‘중국 목록규칙의 현황과 발전 동향’, 구벤(顧 ; 중국국가도서관

수집/목록/종합목록과장, IFLA 목록분과 상임위원)의‘기로에 선 중국의 국가서지’, 나가

타 하루키(永田治樹; 일본 쓰쿠바대학 교수, 일본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장)의‘일본 목

록규칙의 현재와 미래’, 요코야마 유키오(橫山幸雄;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서지조정과 과장

보좌, IFLA 서지분과 상임위원)의‘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국가서지 정보 정책’, 김태수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장)의‘한국 목록규칙의 현

재와 미래’,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의‘한국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정보

정책’이 발표되었다.

국내 도서관 현안과 관련된 미국·중국·일본의 목록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발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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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엄 - 21세기 목록과 국가서지

정보 정책(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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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 심포지엄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목록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자 문화권 국가대표도서관의 서지 정보 정책 발표를 통해 공동 협

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아울러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현장 사서와 학계 전문

가들도서지정보표준화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성과를거두었다.  

한편 개관 6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관련한 부대 학술 행사로 2005년 10월 19일 국

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서지 정보 협력 방안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주제

발표자 7명 및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25명이 참석해 국제 심포지엄 개최 후 외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정보 교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

내도서관을선도할수있는역량을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니코드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했으며, 유니코드의 적용으로 서지 레코드와 전거 레코드의 상호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중·일 국가도서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아울러 목록 레코

드의 작성 시 일본은 서지 레코드의 기술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은 외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대학출판부 등을 통해 외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등 상호 현안 업무에 참고가

되는다양한정보를교류하 다.

2005년 10월 21일에는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될 제4차 국제목록전문가회의

(IME-ICC) 서울 회의를 대비하여 IME-ICC 의장과 국내 관계자 및 국립중앙도서관 실무

자 간 간담회를 가졌다. 바바라 틸렛 IME-ICC 의장, 김태수 목록분과위원장 등 관계자 19

명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하

여상호협력을논의하 다.

제2절 문화행사

1. 도서관문화학교

도서관문화학교는 1991년‘한국문화학교’1)의 개교 이념인‘모든 국민들의 문화 향수 기

회 확대로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 능력을 제고하여 지역 간

문화불균형해소’라는지침에따라개설하게되었다. 이에따라도서관의특성을살린다양

한 강좌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독서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여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도서관을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 교양 습득 기회를 확대해 왔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독서 지도와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 다양한 강좌를 운 하여 수

강자들의좋은반응을얻었다.

1) 문화관광부가 1991년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문화 예술 진흥·보급을 위하여 도서관문화학교, 박
물관문화학교, 문화원문화학교, 기타문화학교를지정하 는데, 1992년부터문예진흥기금을지원하여운 하고있다.

삼국시대 사리장엄구(7세기 초, 경주 분

황사 출토)의 일부인 금동장식판의 내부

문양을 현대화시켰다. 전통적인 문양을

디자인함으로써‘한국문화학교’의 성격

과 어울리면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다.

[도서관문화학교 엠블렘]



1991년 10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서관문화학교 개교식을 갖고 제1기 강

좌를 개강하 다. 개교식은 도서관문화학교 제1기 수강생 및 각종 독서클럽 회원과 도서

관계 인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기념 특강 등으로 성황리

에 진행되었다. 제1기 강좌는‘가문 뿌리 찾기 강좌 : 한국인의 계보’, ‘자녀 교육을 위한

어머니 독서 지도 강좌’, ‘세계 고전 강좌’등 3개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각 과정별로 매

주 하루 2시간씩 총 20시간으로 운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 도서관문화학교 수

료자 중 희망자에게‘도서관 문화회원’ID카드를 발급하 다. 또한 고적답사반을 구성해

전국의 사찰 유적지를 탐방하는 기회와 국민독서문화진흥회의 독서클럽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했다.

한편 1992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연중 운 하게 됨으

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전통 문화와 일반 교양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 되었다. 제2회 도서관문화학교는 당초 수강 인원을 80명으로 계획하

으나, 신청자의증가로수강인원을 100명으로늘리게되었다.

1993년부터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에서 지원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양식(수료증,

행사 유인물, 교재)에 지정된 엠블렘과 로고를 사용하 다. 또 도서관문화학교 강좌를 1년

에 2회(봄, 가을) 개최했는데, 연령에 따른 독서 지도의 성격을 감안해 제1기는 국민학교 저

학년 학부모, 제2기는 국민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운 한다는 방

침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독서 지도와 바람직한 자녀 교육, 문화 교양 강좌에 대한 주제

를중심으로매년성황리에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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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994년도에는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도서관문화학교 공동 운 약정

서를 체결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운 계획 수립(교과목 및 강사 선정), 교재 발간, 강의

실 및 교육 기자재 확보와 홍보를 맡았고, 국민독서진흥회는 문예진흥기금 및 기타 수입금

의출납과진행협조등으로역할분담을하여2001년도까지공동운 을하게되었다.

한편 2000년도에는참가대상을제1기는취학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및중학생학부

모, 제2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학부모로 확대 변경하여 책에 대한 정보와 상황별

독서 지도 등에 대한 강좌를 2003년까지 운 하 다. 또 2001년도에는 국민독서문화진흥

회 공동 운 을 중단하고, 대외적 지명도와 행정력을 겸비한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 운

약정서를 체결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소 및 교육 기자재와 행정 협조 지원, 국고에 반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비용 부담을, 한국도서관협회는 세부 운 계획 수립 및 운 ,

문예진흥기금(2001년까지 지원) 및 기타 수입금의 출납 처리,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등으로업무분담을하여공동운 해나갔다.

이후 2004년도에는 소규모 강좌 중심으로 변경하 으며, 특히 수강 대상을 초·중등학

교 학부모 중심에서 성인,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 다. 수강료

도 1일 2시간기준 5000원으로하되강좌별로시간수에따라차등을두어운 하 다.

이에 따라 봄학기는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간 매일 2시간씩 소강의실에서‘봄

의 향기-도서관에서 읽는 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고, 10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

린 가을학기는‘사색의 계절-도서관과 함께 하는 나를 위한 책 읽기’를 주제로 도서관이 보

다다양한계층의시민들에게친숙하게다가가는계기를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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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음악회

국립중앙도서관은 책과 함께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을다하고자도서관이용자와도서관가족을위한음악회를개최해많은호평을받았다.

1995년 10월 31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와 공동 주

최로 임웅균 한국예술대 교수 등 한국 음악계의 중진들을 초청한 가운데‘독서가족 가곡의

밤’음악회를개최해도서관이용자와인근주민들에게뜻깊은시간을선사했다.

이어 1999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총 49회 무료 공연) 국내 정상급 오

케스트라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음악 감독 금난새)와

공동 주최 협약을 체결하여 클래식 음악회를 연간 10회 개최하 다. 도서관 음악회는 1999

년 12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첫 개최되어 로버트 존스의‘아이네 클라이네 타

펠 뮤직’, 차이코프스키의‘현악을 위한 세레나데’가 지휘자 금난새 씨의 해설을 곁들여 연

주되었다.

2000년도에는 매월(1, 8월 제외)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6시(동절기 5시)부터 1시간 30

분에서 2시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매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 다. 5월에는 6세

이상 어린이도 관람 가능한 가족 음악회, 9월에는 가을 음악회, 12월에는 송년 음악회 등

계절과 관람 대상에 따라 연주 내용도 다채롭게 꾸몄다. 이후 2004년도에는 주5일 근무제

를 시행함에 따라 관객 편의를 위해 매월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연주회를 수요일로 변경하

고, 매회한국작곡가의작품한곡과외국작품을연주했다.

또한 음악회 홍보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초대권과 팜플렛 제작 배포, 인근 기관

과 학교 및 언론 매체 등에 홍보 공문 발송, 도서관 내 전광판 게시, 구내 방송, 전단 배포,

배너기 설치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연간 2회에 걸쳐 음악회에 대한 참석자 설문 조사도 실

시했는데, 관람객의 90% 이상이 도서관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회가 무료로 개최된다

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

도서관음악회는회를거듭할수록인근관공서직원및지역주민의열띤호응을얻어연

간 관람 인원이 총 3500~5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의문화공간으로서많은사랑을받았으며클래식음악의대중화에도기여했다.

3. 전시회개최

개관 이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여 수시로 전시회를 개최하 고,

독서주간등의행사시에는주제를정하여도서전시회를개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다양

한문화행사프로그램을기획, 유치하는전시실을운 해국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회는 기획·공동·후원·대관 전시로 구분 운 하고 있

으며, 도서관소장자료의전시뿐만아니라외부기관및단체·주한외국공관등에서주최

하는전시를개최함으로써문화의다양성을소개하는매개체역할을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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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이듬해인 1946년도에는 5월에 태고사(太古寺)에서 주최하는 사명대사 유물 전시회

를열었고, 6월에한말(韓末) 외교문서전시회를, 8월에해방이후출판물전시회를개최했

다. 또 1948년 6월에 조선 서지(書誌) 관계 도서 전시회와 1949년 10월에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희서(稀書) 전시회를 조선서지학회 주최로 열었다. 1950년 6.25 전쟁 후에는

1954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교육사절단과 공동으로 아동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

고,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국내 출판 도서 전시회를 열어 900종의

책을 전시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57년부터 매년 독서주간 기념 도서 전시회를 개

최하고전시목록을발간해도서관소장자료를소개하며도서관이용활성화를이끌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소개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 의욕 고취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대표적인 전시인‘대학생을 위한 교양 도서

전’(1975년 7월 21일~9월 20일)은 우수한 교재를 발굴해 대학 교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한 전시로, 총 6만 8000여 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전시회에

출품된자료 1179책은국립중앙도서관이기증받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80년대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교과서 자

료 92종 164책들을 모아 전시한‘교과용 도서전’(1976년 1월 5일~3월 31일)은 신학문 흡

수 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발달 과정을 한눈에 보여준 의미 있는 전시 다. 전시된 자료는

구한말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각종 학교와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총독부

에서설치한각급관·공립학교의교과용도서들로, 그해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방

에서순회전시를했다.

이밖에 1971년수택본전시와한국현대시집목록전시를비롯해, 1974년에는문집, 한말

교과서, 읍지, 불교 관계 서적, 한 판본, 고활자 등 소장 자료 전시회를 가졌다. 또 1975년

4월에는 얘기책(딱지본) 전시를 열었고, 1976년도에는 한 고인쇄 자료 및 고문서 전시회

를, 1977년도에는 한국 고지도 전시회를, 1978년도에는 한성순보, 독립신문 등 소장 신문

전시회를열어관련학계와일반인들의관심을모았다.

1980년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전시 외에 외부 주최 전시가 활발히 개최되어 복

합 문화 공간의 역할이 본궤도에 오른 시기 다. 소장 자료 전시로는 1980년 아동 문학 도

서, 1981년 한국 고대 소설과 구한말 군제 관계 자료를 비롯해 1982년 올림픽 관계 자료,

1984년 한장본 병서(兵書), 1988년 5월 세계 연 전시회와 1988년 9월 5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공동으로세계불교예술전을열었고 1989년고문서전시회를

개최했다. 

한편 1990년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후원하고 주한 외국 공관이 주최하는 국제 문화

교류 전시를 활발히 개최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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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1991

년 5월 한·소 수교 기념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6월 중국 인문·사회·과학 도서 전시회, 1992년 9월 주한 헝가리대사관 주최 사진 전시

회, 1993년 3월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주최 렘브란트 사진전, 1994년 6월 이란 전통 민속

문화 전시회, 1994년 11월 포르투갈 지도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1995

년 호주 읽기 자료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폴란드 사진전,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관 국제 어린이 그림전, 1996년 멕시코 여류 작가 4인 사진전, 1996년 이스라엘 도서전,

1997년 한· 만남 200주년 기념 자료전, 1998년 스리랑카 독립 50주년 기념 사진전과

노르웨이 현대 장식 미술전, 1999년 이란 문화 및 민속 공예품 전시회와 예루살렘 고대 지

도전등이다채롭게개최되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1990년 반환 문화재 자료 전시, 소장 서지 정보 자료

전시를 비롯해 1991년 한국 독립 운동사 자료 전시, 1993년 위암 장지연 관련 자료 및 유품

전시, 1994년 베스트셀러 50년전과 분단 문학 전시회, 1996년 한 반포 550돌 기념 한

문헌도서자료전과한국근현대문학희귀자료전시회를가졌다.

1998년도에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공동으로‘춘향전 특별 자료전’(6월 10일∼30

일)을 열었다. 전시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 시대별‘춘향전’을 비롯

하여 각 장르의‘춘향전’모습, ‘춘향제’,그리고 교과서나 참고서와 같이 우리 교육 속의

‘춘향’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정부 간행물 전시

회와한국관련외국도서전시회등이열려주목을받았다.

2000년대에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관람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전시실을 재단장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에 전시 장치 및 실내 장식 전문업

체에 의뢰하여 100평 넓이의 전시실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다. 전시 공간 계획

에 따른 전시 조명, 색채, 가구, 벽면 공사는 물론 전시실 전면 진열창 설치로 외부 전시 공

간 마련과 상 전시를 위한 상, 음향 기기 설치 등 전시 전문 공간의 조건을 갖춘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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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시실로 탈바꿈하 다. 재단장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당관 주최의 전시회 외에 외부

단체의요청으로이전보다더욱다양한전시회를개최하게되었다.

2000년도에 열린 전시회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6.25 전쟁 관련 문학 작품 전시회,

‘찾아가는 미술관’전시회 등이 있었으며, 2001년도에는 기독교와 한 관계 고문헌전, 교

과서에서만난시모음전등기획전시 1회, 대관전시 5회, 공동전시 2회, 후원전시 1회를

개최하여 총 9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 2002년도에는 한·이란 수교 40주년 기념‘페

르시아의 향기와 이슬람의 빛’전, 한·루마니아 수교 12주년 기념‘Enjoy Romania-Art

& Traditions’등각국대사관등과의문화교류전이활발하게열렸으며‘한국문학상수상

작품전’등 소장 자료전도 개최되는 등 기획 전시 4회, 공동 전시 2회, 후원 전시 8회, 대관

전시 4회를개최해총 18회의전시회를개최했다.

2003년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친일 음악의 진상’, 제10회 애서가상 수상 기념 애

장본 100선전, ‘우리 책 장정(裝幀)과 육전소설 딱지본’전 등의 다양한 전시와 아랍 문화 전

시회, 독일어 체험 전시회 등 기획 전시 3회, 공동 전시 1회, 후원 전시 6회, 대관 전시 3회

와 상설 기획 전시 11회를 개최했다. 특히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상설 기획전으로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 국민 책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선정하는 10종의 책을 전시실

전면진열창내에전시하는‘이달의읽을만한책’전시회를열었다.

이어 2004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특별전‘서양인이 본 우리 옛 모습’을 비

롯해, 소장 자료 중 문헌적 가치와 대표성을가지고 있는 고서, 일반도서, 신문, 잡지,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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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의 자료 100여 종을 엄선해 소개한‘국립중앙도서관 500만 소장 자료 특별전’을 개

최했다. 또‘고구려 발해 천년전’, ‘아름다운 책-북 아트의 세계’, ‘이탈리아 현대 미술 작

품’전시회 등을 열며 기획 전시 3회, 상설 기획 전시 12회, 공동 전시 2회, 후원 전시 4회,

대관전시 5회를개최했다.

4. 도서관주간행사

도서관주간 행사는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온 행사로 도서관 봉사 및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도서관의사회적중요성을일깨우고도서관이용자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1년 제7회 도서관주간에 1일 사서제 실시, 특별 자료 전시회 등 다

채로운행사를실시했고, ‘마음의등불’이라는독서관련노래를제정해보급하 다.

이후 1974년 제10회 행사는‘독서주간’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다시 독자적인 행사로 개

최되어 1976년 제12회와 1977년 제13회 도서관주간 기간에는 무료 개관 행사를 가지며 독

서진흥분위기조성에기여하 다. 

이후 1979년 제15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해서는 무료 개관과 함께‘작가와의 대화’를 마련

해 이청준 씨, 윤흥길 씨를 초대하고 대강당에서 문화 화를 상 하는 등 다양한 문화 행

사를 전개하 다. 또 4월 16일에는 관장, 열람과장 등 직원들과 이용자 8명이 국립중앙도

서관2층회의실에서좌담회를가지기도했다.

1980년 제16회 도서관주간을 맞아서는 최 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책과 역사’(4

월 15일), 오기완 KBS 전문위원의‘최근의 국제 정세와 우리 안보’등 명사 초청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East Side and West Side 봉산탈춤’, ‘한국동란, 한평생 Vision’등

문화 화를상 했다.

이어 1983년 제19회 도서관주간에는 4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

교 최성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세익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과 한국일보·경향

신문 기자, 이용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가졌으며, 4월 13일과 15일에는 문화 화

를 상 했다. 또한 1984년 제20회 도서관주간에는 특별 강연회와 문화 화 상 , 고서화

전시회를개최했다.

특히 1991년 제27회 도서관주간은 문교부로부터 도서관 업무를 이관받은 문화부와 공동

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4월 16일에‘전국 도서관인 큰 모임’을 여는 한편, 도서관주간 포스

터와표어등을배부하며적극적인홍보활동을펼쳤다.

1992년 제28회 도서관주간에는 문화부와 공동 주관으로 4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

당에서‘국가 도서관 정책의 진단’이란 주제를 가지고‘전국 도서관인 큰 모임’을 개최하고

박 식연세대학교총장의기조연설과 주제발표, 특별강연등을개최하 다. 특히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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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제공및문화활동의 중심지이자 국민생활과가장 접한 문화공간이라는 점을국

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래의 자료 보존 및 관내 봉사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

사를개최함으로써도서관의사회·문화·교육적인역할을제고했다. 또 4월 14일부터 18일

까지 온라인목록실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찾기 프로그램 소개, 서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 자료 검색 강좌’를 개최했다. 이와함께 4월 15일에는본

관 6층 회의실에서 이용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4월 16일에는 서초·강남 지역 20

개고등학교도서관운 위원및담당교사견학행사를실시했다.

1993년 제29회 도서관주간에는 본관에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대전엑스포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개최해 1400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대강당에서‘하얀 전쟁’등 5편의 화를 상

해 2400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 또‘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나’라는 주제로 중동중학교 등

7개중·고등학교독서클럽회원 140명이견학행사를가졌다. 

분관에서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고전에 대한 독후감상문을 모집하여 4월 30일에

시상식을 가졌으며,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과 독서법에

대해 토론했다. 또 분관 비도서자료실에서‘장군의 아들’등 청소년 명화 감상회를 가졌으

며, 4월 16일에는 가족열람실에서‘마당 깊은 집’의 작가 김원일 씨를 초청해 작품 세계에

대한 강의를 가졌는데 도서관 이용자와 독서클럽 회원 및 한우리독서대학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아울러 4월 17일에는 염수옥(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씨 등 독서량

이많은모범이용자6명에게표창장을수여했다.

이어 1995년에는 제31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도서관,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이

라는 주제로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5개 관에서 도

서관 이용 안내문 1만 8000여 부를 배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

여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소설 부문의 우리나라

주요 문학상 수상작 전시회와 초청 작가 강연, 화 감상회, 좌담회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다채로운행사를진행해생활속에뿌리내린도서관상을정립했다.

또 강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위한 초청 교육과‘이 달의 문화 인

물’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는 청소년 화 감상회, 움직이는 도

서관 이용자 좌담회, 독서 동아리 운 자 사례 발표회, 자원봉사요원 좌담회 등 도서관 관

련단체와이용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각종행사를개최했다.

1997년 제33회 도서관주간에는‘함께하는 도서관 밝아지는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국립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에서 개관 시간 연장, 교양 강좌, 좌담회, 모범 이용자

표창, 독서 대회 및 토론회, 어린이 동화 구연, 도서관 현장 학습, 명화·연극 감상 등 다채

로운문화행사를기획하여지역주민과함께하는도서관으로자리를잡아갔다.

또 1998년 제34회 도서관주간에는‘도서관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국

의 도서관에서 가두 캠페인, 도서관 알림 대회 및 독서 관련 행사, 관내 초등학교 학생 도서

관 현장 학습, 지역 도서관 공동 모임 개최, 특별자료실 비치, 도서관 책 채우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아울러 1999년 제35회 도서관주간은‘도서관, 지식 정보 사회의 기반’이라는 주제로 열

렸는데,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계가 맞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근의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3개교 107명을 초청해 자료실 견학과 비디오 관람 등 도서관 이용 안

내행사를가졌다.

이후 2000년 제36회 도서관주간은‘도서관, 꿈이 이루어지는 곳 Dream@Library’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2004년에는‘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됩니다’라는 주제로

제40회도서관주간행사를실시하 다.

이와 같이 도서관주간 행사는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현장

감 있게 운 되어, 도서관이 정보 제공 기능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

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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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기념행사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기념일을 전후하여 학술 세미나, 전시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

사를개최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 개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28일‘개관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2월 15일

개관 50주년 기념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공철(숙명여대), 이두

(중앙대), 김태승(경기대) 교수와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 등 관련 인사와의 간담

회를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조명하여 미래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중심 도서관으로 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원협력부장 아래 관련 업무별로 추진반을 구성하고 부장 2인과

각 과장, 담당관, 분관장을 중심으로 하는‘추진협의회’를 두었다. 업무추진반과 각 분야별

담당자는다음과같았다.

이와 함께 개관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학술 세미나와 특별 전시회, 도서관백서 발간,

전국도서관대회(5월) 개최, 유공자포상및도서관장기발전계획수립등을추진했다.

1995년 10월 16일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개관 50주년 기념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 세미나, 특별 전시회 및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김도현 문

화체육부 차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이천수 교육부 차관(23대), 정희천(24

대) 한국관광공사 감사, 오성식 관장(16대)과 권숙정 관장(21대), 도서관학 및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1회 조선도서관학교 출신인 박희 씨 등 문화예술계 및 도서관계 인사 600여 명

이참석했다.

또 기념식에 앞서‘21세기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송자 연세대 총장의‘국가대표도서관에 바란다’는 기조 강연에 이어 현규섭 공주대

도서관교육과 교수의‘초고속 통신 체제의 출현과 국가대표도서관의 과제’, 한상완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21세기 국가도서관 정책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위상’, 최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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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반 장 간 사

도서관사편찬반 이경구 열람봉사과장 김명희 사서사무관

학술논문집발간반 조길숙 전산담당관 이치주 사서사무관

전시회추진반 박용덕 문화연수과장 여위숙 사서사무관

기념식추진반 김준곤 서무과장 김민수 행정사무관

학술세미나추진반 오현재 지도협력과장 문 호 행정사무관

[개관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협의회]

creo




이화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의‘디지털도서관의 향’이라는주제발표가이어졌다.

이와 함께‘21세기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기념 논문집을 발

간했다. 

또 1995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시실에서‘국립중앙도서관 50년 자료전’을 열고

소공동 시절·남산 시절·서초동 시절·미래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시대별 도서관 집

기류, 역대 관장 사진, 현판과 사진·도표 등 역사 자료 30여 점과 서지·요람 등 발간 자

료 90여 점, 국보·보물 등 대표적 소장 자료 80점을 한데 모아 분야별로 전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계기를마련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9년 10월 15일 개관 54주년을 맞이하여 도서관 대강당에서‘새로

운 세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 행사는 2000

년대를 맞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하여 도서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히 첨단 기술 도입과 전자자료관 구

축이병행된제2국립중앙도서관(가칭) 설립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 다.

기념 세미나는 도서관계 인사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21세기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우츠미 게이야(內海

啓也)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관서관준비실 주임참사의‘21세기에 있어서 국립국회도

서관: 관서관 건설 계획을 중심으로’, 이원규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의‘정보 혁명

시대에있어서의전자자료관건립의필요성’등주제발표로진행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새로 제정한 심벌을 선포하 으며, 세미나를 마친 뒤에는 금난새

의지휘와해설로유라시안챔버오케스트라가연주하는기념음악회도개최했다.

제3절 홍보활동

1. 도서관홈페이지운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새로운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

지(http://www.nl.go.kr)를운 해왔다.

홈페이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서비스하여 도서관 추진 사업과 신착 자료, 도서관 이용

안내 등에 활용되었다. 그 내용은 도서관 소개 항목을 개요·연혁·시설·조직 및 인원·

소장 자료로 구성했고, 도서관 업무 항목을 주요 업무·자료 수집·자료 조직·서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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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54주년 기념 행사(1999년)

개관 50주년 특별 전시회(1995년)

creo




간·도서관 협력 활동·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 운 ·도서관 전산화·사서직 교육 훈련

등으로 구성하 다. 또 도서관 이용 안내에는 이용 시간·목록 정보 검색 방법·자료 복사

제도·자료실 안내도·도서관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두었으며,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행사 프로그램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고 있는‘도서관’과‘도서관계’의 본문 정

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CD-

ROM을 소개받을 수 있고, 국내외 도서관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와 함께 이메일이나 공지 사항을 통해 이용자의 문의 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

인관리를통해새롭고다양한정보를제공하 다.

이후 1999년 1월 4일부터 홈페이지 도메인을 변경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1996년

3월부터 사용하던‘www.nl.or.kr’을‘www.nl.go.kr’로 바꾸었고, 국가전자도서관대표 홈

페이지는 1997년 11월부터 사용하던‘www.dlibrary.or.kr’을‘www.dlibrary.go.kr’로 바

꾸었다. 도메인의 2단계 이름을 비 리 기관과 단체에 부여하는‘or’에서 정부 기관을 뜻하

는‘go’로변경한것은국립중앙도서관이정부기관이고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역시국

가적인사업이라는점에따른것이었다.

또2000년 1월 1일부터 문홈페이지를구축해정보화와국제화의시대조류에발맞추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국립중앙도서관을대외적으로홍보하고국제교류의활성화를꾀하

다. 문홈페이지는General Information, Use of the Library, Activities, Related Sites,

National Digital Library, Site Map, E-mail 등의내용으로서비스를제공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 3월부터 홈페이지 재구축에 착수하여 200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 다. 기존 정보의 유용성 확대 및 자료의 현행화에 주안점을 두어 재구축

한 홈페이지는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과 메뉴 체계 개선으로 국민들의 다

양한 욕구 충족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홈페이지의 주메뉴로는 자료 찾

기·DB 소개·도서관 안내·이용자 마당·한국문헌번호센터·사서직 교육 훈련·

KORMARC 등을 두었으며, 도서관 자료의 우편 복사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도서관 둘러보기 기능을 추가하 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 할 수 있도록 게시판, 맞춤 정보 서비스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이

용자에게한층더적극적인정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 다.

2001년에는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 시설 및 컴퓨터 이용 장비를 안내하고자‘장애우

이용 방법 안내’를 서비스한 데 이어, 2003년 1월 13일부터‘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

관’의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하 다. 이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를비롯하여국가

전자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등에 접속하면 각각의‘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이

용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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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

갔다. 새롭게 재구축한 홈페이지는 국가대표도서

관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 적용, 대국민 서

비스의 질적 강화, 외국인을 위한 3개 국어(

어·일어·중국어) 서비스 제공과 이들을 위한 자

료 검색 기능 추가, 전자적 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

하 다.

즉 시각적으로 현대적이고 단조로움을 탈피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기능성을 강조한 메뉴 체계를

구성하 다. 또 맞춤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

용자들이 서지 정보, 공지 사항, 새 소식 등을 전

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 고 한국문헌번호

센터, 도서관 자원봉사자 신청, 견학 신청 등도 온

라인상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확

대하 다. 아울러 자료 검색 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 고, 특히 외국어

홈페이지( 어·일본어·중국어)에도‘자료 찾기’기능을 적용해 외국인들이 국립중앙도서

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밖에 설문 조사 메뉴를 개설해 각종 사안에

대한국민들의의견수렴을할수있게하 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뿐만 아

니라국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있다.

2. 도서관방문·견학

국립중앙도서관에는정부부처와관련기관, 국내외도서관관계자및연수생, 학생등의

방문·견학이 끊임없이 이어져 도서관 활동과 국가 문헌 보존 현황을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다양하게소개함으로써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고있다. 

1980년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찰을 하 고, 1998년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

민독서캠페인‘책으로 여는 세상’에 참석해 특별 전시 등을 관람했으며, 2004년도에는 권

양숙 대통령 부인이 500만 장서 달성 기념 행사에 참석해 500만 번째 장서에 기록을 남

겼다. 또한역대소관장관이새로부임할때마다업무보고를겸해당관을방문하 다.

1984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란고르 주립도서관장과 주의원 및 도서관 관

계자를 비롯해 일본도서관정보대학 후지노 유끼오 교수와 일본 출판학회 회원들이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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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 1985년도에는 아스팍 회의(Asian and Pacific Council, 아시아태평양이사회)에

참가한 王吾省 호주국립도서관 아시아문제연구과장 등이, 1988년도에는 미국 남가주대 찰

스 리차드슨 부총장과 프랑스대사관 로랑 드레퓌스 문정관보, 태국 치앙마이대학 도서관학

과Rungvisai 교수등이방문했다.

1991년도에는 미국 남가주대학 한국전통문화도서관 이정현 관장 등이, 1993년도에는

James H.Billington 미국의회도서관장, Peter Lyman 사우스캘리포니아대 도서관장,

Eugene W. Wu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장, UTLAS ISM 부사장과 아시아지역 부사장 등이

방문해폭넓은교류활동을했다.

한편 1994년도에는 북경대학교 도서관 관장, 1995년도에는 이란 국립도서관 부관장이,

1996년도에는법원도서관장과직원들의견학및중국도서관학회부회장, 태국국·공립도

서관사서들의방문이이어졌다. 

아울러 1997년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동아시아도서관장, 미국의회도서관 아

시아자료국장, 엘살바도르 국립문예진흥원장 등 해외 인사의 방문이 활발했다. 1998년도

에는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과 큐슈대학교 관계자들이 도서관을 찾았으며, 1999년도에는

크리스틴 데샹 IFLA 회장, 중국 상해도서관 부관장, 연변대학 도서관장, 윤충남 하버드대

옌칭도서관한국과과장, 사립문고운 자등이방문을했다.

2000년도에는 일본 큐슈대학 도서관장과 국국립도서관 문헌공급센터(BLDSC) 관계

자와 사서교사, 2001년도에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장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장, 주한

루마니아 대사 등이 내방했으며, 2002년에는 이집트 대사, 이스라엘 대사, 주한 신임 오만

대사 등과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센터 주임, 일본도서관협회 관계자 등이 방문해 도서관

이 해외 문화 교류의 장임을 확인시켰다. 2003년도에는 IFLA 사무총장과 주한 콜롬비아

사, 상해도서관 역사문화센터 부장 등이 방문했고, 2004년도에는 중국 과학기술정보센

터 교수진과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교 총장,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문부과학성 직원 등이

방문했다.

3. 도서관이미지(CI) 및국내외홍보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다. 또한

우수 화 감상회·독서왕 선발 대회 등 청소년의 달 행사, 작가 초청 강연회·음악회 등

독서의 달 행사, 국내 문화예술 단체·주한 외국 공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 전시

회, 해외 문화 소개 주간 등의 행사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도서관의 종합 문화 공간화를 추

구하고 있다. 주요 홍보 활동을 살펴보면 도서관 CI 활동, 홍보물 제작·배포, 도서관 시설

및자료촬 협조, 언론기관을통한홍보활동등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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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CI 활동

1945년개관과함께 1946년 6월 4일에국립중앙도서관을상징하는휘장을제정하 다. 

또 1991년‘도서관진흥법’의 발효와 함께 문화부 소속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역사적 의

미를새기려는취지에서심벌마크를제정하 다. 

심벌마크의 디자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 다.

즉‘도서관’을 상징하는 책을 기본 소재로 하되, 이를 정삼각형의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안

정성과 진취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또 세 방향의 책등을 축으로 세워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

어나가는 역동적인 발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표현했다. 바

깥을 감싸고 있는 원은 전체적인 안정감을 더하면서 오른쪽 중앙부를 뚫어놓아 정태적인

감각을 해소하고 알파벳의‘C’자 형태를 취함으로써‘The National Central Library’의

의미를강조하 다. 

현재의 심벌마크는 1999년 10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4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 다. 심

벌마크는 조의환 조선일보사 편집위원이 도안했고 직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 다. 전통적

개념의 도서관 자료를 대변하는 책과 뉴미디어를 대변하는 CD-ROM의 이미지를 결합하

고, 색상은 태극기 표준색인 빨강과 파란색을 대비하여 표현하 다. 심벌마크는 각종 발간

물, 사인보드, 문구류, 각종행사기념품, 플랭카드, 문화상품등에활용하고있다.

한편 1995년 5월 1일 개관 5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은 문 표기명‘The National

Central Library’를‘The National Library of Korea’로 바꾸어 국내외에 국가대표도서

관으로서의확고한이미지를부각시켰다. 

나. 홍보물제작·배포

국립중앙도서관은 요람, 리플렛, 상물(비디오 및 CD-ROM)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을 제작(국문· 문)해 도서관 견학 및 방문자, 해외 문화원과 국제자료교류처 등에 배포하

고도서관관련각종국제회의(IFLA, CDNL 등) 참가및개최시에도적극활용하고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디지털자료실 이용 안내 리플렛 및 브로셔 등도 제작·배포해 도

서관 이용을 돕고 있다. 홍보물에는 주로 전경 및 역사, 조직 및 시설의 소개와 국내외 자료

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국가서지 및 간행물 발간,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ISBN,

ISSN) 운 , 사서직 교육 훈련,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활동, 도서관 정보화, 문화 행사

등의활동을수록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요람 발간

1969/1970년(1969년), 1994/1995년(1994년), 1996/1997년(국문· 문판), 1998년(국· 문 합본),

2000년( 문판), 2001년( 문판), 2005년( 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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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제정 심벌 마크

▼ 1999년 제정 심벌 마크



◆리플렛 제작

1996년( 문판), 2000년(국문판), 2001년(국문판), 2003년( 문판), 2005년(국문판)

◆ 상물 발간·배포

비디오테이프 제작 : 1993년, 1996년(국문· 문판), 1999년(국문· 문판), 2005년(국문판)

CD-ROM 제작 : 2002년

다. 언론기관을통한홍보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

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신문(지역신문 포함), 잡지,

방송, 통신, 케이블 TV 등 언론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주요 사

업 및 도서관문화학교 등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납본, 구

입, 인, 기증등), 도서관이용, 도서관정보화등과관련한내용도홍보하고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KBS) 등 언론기관에서 도서관 내·외부 전경 및 시설, 소장 자료에

대한촬 요청이있으면적극협조하고있다.

라. 국제홍보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IFLA,

미국도서관협회 연차 총회(ALA Annual Conference) 등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전개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권재윤 열람관리부장과 이 숙 사서가 2004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미

국도서관협회 연차 총회에 참석해 2006년 개최될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대회를 홍보하고,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미국의회도서관(LC)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업

무 관련 협의를 하 다. 특히 미국도서관협회 연차 총회 기간 동안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 세

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서울대회 홍보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한국학 사서들과 한

로마자 표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 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ALA) 차기 회장인 고어만 박

사를 비롯해 도서관 관련 협회장들과의 면담도 가졌다. 아울러 OCLC를 방문해 국립중앙도

서관과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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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소장 자료 촬 협조]

연 도 내 역 건 수

2000 KBS 역사스페셜‘외규장각’등 촬 협조(촬 자료 :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등) 127회

2001 고려대학교‘국립중앙도서관’전경 등 촬 협조(건축물 사례 조사 발표용) 113회

2002 EBS ‘도전 탐구-길을 만든 사람들’등 촬 협조(’97년 한국경제신문 등) 138회

2003 안산시청 홍보 자료 등 촬 협조(동사강목 등) 172회

2004 SBS ‘생명의 식탁’등 촬 협조(동의보감 등) 118회

creo




활동, 한국어 자료의 로마자 표기 방식에 대

한의견을교환하 다.

또한 2004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가

하여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국립

중앙도서관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국립중

앙도서관 로고와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형상

화한 기념품을 배포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관

심을이끌어냈다. 

전시 부스는 전통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내방객의 시선과 호기심을 자극하

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열리는 대회인 점을 감안하여 어뿐만 아니라 서반아어로

된 홍보 책자를 함께 준비하여 대회 참가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전자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KOLIS) 등 홈페이

지시연과함께홍보물을상 하 다. 국립중앙도서관홍보부스는하루평균 700여명, 총

2800여 명이 방문해 150개 부스 중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선정될 정도로 열띤 호응을 얻

어국립중앙도서관의국제적위상제고에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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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




제1절 추진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60주년과 도서관 정책 이관을 계기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강화하고세계적인도서관으로도약하기위해미래지향적인중장기비전을제시했

다. ‘국립중앙도서관 2010’비전은 국립도서관 개관 이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본질적

인존속가치를나타내는미래의청사진을제시한적이없었다는점에따라개관 6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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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21세기를지향하는세계적인국가도서관으로도약하기위해수립되었다. ‘국립중앙

도서관 2010’은국립중앙도서관을중심으로국가차원에서전국도서관의비전을아우르는

것으로‘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2. 8)과‘창의한국’(2004. 6)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편도서관환경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5년간(2006~2010) 계획추진된다.

이같은비전수립을위해국립중앙도서관은외부전문가로구성된기획연구팀(5명)과실

무 TF(10명)를 구성했다. 기획연구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위촉되어 국내외 자료의 조

사분석등담당분야별연구과제를수행했으며, 실무 TF팀은기획연구팀과의협의, 자료

지원, 공동연구및도서관업무관련자료의제공, 현안분석및과제발굴등결과물의단

계별 검토를 시행했다. 또 수행 과제에 대한 결과물 산출을 위해 기획연구팀과 실무 TF는

회의와워크숍(7. 21~7. 22)을개최하는등유기적으로협력해나갔다.

이와함께 2005년 4월부터‘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비전수립및직원의견수렴을

했으며, 8월 5일에는공청회형식의‘열린정책세미나’를개최해각계각층의의견수렴을거

친 후 비전을 확정했다. 8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윤희윤 비전 수립 책임연구원(기획연구팀)의‘국립중앙도서관

비전과목표’, ‘국립중앙도서관의중장기비전과과제’를비롯해백원근비전수립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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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하‘연구원’)의‘한국지식문화유산의보고와자존심’, 장덕현연구원의‘대국민지식

정보제공서비스센터’, 이용훈연구원의‘도서관정책·연구의국가적허브’, 김 석연구

원의‘국내외도서관교류·협력창구’등이발표되었고질의및응답등자유토론이이어

졌다. 열린정책세미나는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반 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

기가되기도했다.

이후국립중앙도서관은비전수립(안)에대한정책자문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고, 9월에

비전을확정한후책자와 상물을제작해배포하 으며, 10월 14일‘국립중앙도서관개관

60주년기념식’에서이를선포하 다. 아울러신문, 방송등언론매체와‘도서관계’등도

서관 관련 간행물,인터넷(문화부·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해서

도홍보활동을전개하 다.

제2절 비전의기본원칙과목표

국립중앙도서관의중장기비전은국내외사조와사회적책무를수용하여몇가지의기본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입각한 핵심 가치와 최종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결과로 구현될 미

래상을분명하게형상화하고자했다. 이를개괄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지식 정보 커뮤니케

이션의 국제적 동향,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강화, 지

식기반의경제사회와지식정보의중요성등을반 하여다음의4가지로설정한다. 

수집 자료 및 제공 서비스의 하이브리드화 ; 다양한 수집 방법을 통한 국내외 자료의

망라적·체계적 수집과 보존,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소장기능과접근패러다임의정합, 실물공간및가상공간이공존하는정체성을유지

하기위한게이트웨이기능과포털서비스의강화등을들수있다. 

지식정보에대한접근(이용)권의강화와평등화 ; 인터넷정보기술과지식기반사회

의최대역기능인지식정보접근(이용) 격차해소, 도서관및자료의이용·정보검색

과 활용 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한 정보 활용 능력의 강화, 취약(소외) 계층

및장애자를위한관련법제의개선과접근성확대를도모한다. 

대중 착형 도서관과 독서 문화의 생활화 ; 환경이 열악한 도서관 및 정보 인프라의

개선과충실화에노력하며지속적인홍보활동및마케팅등을통해도서관이용과독

서문화를제고시킨다. 이와함께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도모하고대중적지지기

반을확대하기위한각종교육및문화프로그램을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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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 발전 및 경제 성장의 동력화 ; 도서관 건물 및 자료의 공공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지식 정보의 생산, 자료 이용 및 독서의 생활화, 정보 활용 능력 제고, 문화

수준향상등의연계성을강화시킨다. 또지식선진국과경제성장의상관성에대한논

리개발과실천화를도모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 비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각각의목표(하위비전)에는 4가지의핵심가치를투 시킨다. 이른바 4P로지칭하는핵심

가치는 국가 지식 정보의 자존심(National Pride), 정보 유통과 제공 서비스(Information

Provision), 도서관및정보서비스정책과연구(Policy and Research), 외연의확장과국

제적관문역할(Global Portal)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4대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결합하여 구체화한 중장기

비전이추구해야할4대목표는다음과같다. 

◆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寶庫)(Pride and Repository of Korean Knowledge

Heritages) 

이목표의핵심가치는국립중앙도서관이수집, 보존하는방대한국가장서는한국지식

정보의자존심(Pride)이라는것이다. 

2002년에 문화관광부가 확정, 발표한‘도서관 발전종합 계획’에서도 국가문헌센터로서

의기능강화를위한최우선순위로‘국립중앙도서관이보유한장서를 400만권에서 1000

만권으로대폭확충한다’는내용을명시한바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소장 자료의 역사성과 누적성, 장기 보존성과 접근(이용) 가능

성을포함한본질적존재가치를정립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동서고금을막론하고후대

를위한가장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국립중앙도서관의중장기비전에서도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 

◆지식 정보의 유통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Distribution and Provision Center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이 목표에 내포된 핵심 가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서관(정보센터)이

수집, 정리한 지식 정보의 제공 서비스(Provision Services)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장서의 본질적 존재 가치를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하이브리드형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종다양한 정보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이 목표

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에 천명한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브랜드의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격상시키고내면화한다는점에있어시사하는바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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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Library Policy and Research Hub)

이 목표의 저변에 자리한 핵심 가치는 자국 내의 도서관을 위한 정책 기능(Policy

Making) 수행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최대한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도서관의

진흥과발전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집행, 지원하고도서관및정보서비스에관한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구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정책 수립·개발 기능은 국립중앙도서관

이범정부차원의도서관정책과중장기발전계획을함께사고하고접근하는것이필요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때, 선진국형 도

서관 시스템이 구축되고 대중의 정보 접근(이용)에 따른 기회 비용이 최소화되며, 정책 개

발및연구활동의구심체가될수있다.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 창구(Global Portal & Gatewa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이 목표의 핵심 가치는 도서관(정보센터)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로벌 창구 내지 관문

(Portal)이다.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 리더십과 국제적 위상을 제

고시키기위한전략적목표에해당한다. 

넷째,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추출한 핵심 가치(4P)와 이를 구체화한 4대 목표를 수렴한

국립중앙도서관중장기비전은궁극적으로‘지력강국(知力强國)’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중장기비전의명제로상정하는이유는국립중앙도서관이국내에서생산된지식정

보를 총괄하고, 다른 도서관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보장할

때, 지식정보의격차가해소되고도서관및독서문화가조기에정착될수있기때문이다.

나아가국민의지식정보해득력이제고되고도서관및지식정보중심의문화수준이높아

질때‘지력강국(知力强國)’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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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강국(知力强國)의 창출

기본 원칙

수집자료및제공서비스의하이브리드화 지식정보접근(이용) 권리의강화와평등화

대중 착형도서관및독서문화의생활화 국가의문화발전및경제성장의동력화

한국지식문화
유산의자존심과

보고
(Pride &

Repository)

지식 정보의
유통관리및

제공서비스센터
(Provision Center)

도서관정책·
연구의구심체
(Policy &

Research Hub)

국내외도서관과의
교류·협력창구

(Portal &
Gateway)

4대 목표



제3절‘국립중앙도서관 2010’의의미

도서관은 유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지적·정신적 기록 문화를 수집·제

공·보존·전수하는 구심체이자 중심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은다른도서관보다더거시적이고전략적인정체성과역량이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 정보 및 정신 문화의 보고(寶庫)로서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개선해디지털패러다임을적극수용하는방향으로핵심역량을강화하고, 정보

기술과디지털문화를통해지식정보의활용능력을증대시키고상대적인격차를해소하는

데주력해야한다는소명을갖고있다. 아울러도서관및정보정책을수립·추진하는주체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 문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역사

적책무, 그리고모든국민의정보접근(이용)권을보장할수있도록하는의무를갖고있다.

이같은 취지로 수립된‘국립중앙도서관 2010’은 비전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① 수집 자

료및제공서비스의하이브리드화②지식정보의접근(이용)권 강화와평등권③대중

착형 도서관 및 독서 문화의 생활화 ④ 국가의 문화 발전 및 경제 성장의 동력화를 채택했

다. 또 ⑤ 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Pride) ⑥ 지식 정보의 유통 관리 및 제공

서비스센터(Provision) ⑦ 도서관정책연구의구심체(Pride) ⑧ 국내외도서관의교류협

력창구(Portal) 등 4대핵심가치를설정했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한 4대 목표를 정했는데, ①‘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寶庫)’는동서고금을막론하고당대와후대를위한국가도서관의가장중요한목표라는점

에서국립중앙도서관의중장기비전중최우선목표로설정되었다. ②‘지식정보의유통관

리및제공서비스센터’는국립중앙도서관을비롯한국내모든도서관(정보센터)이 수집·

정리한지식정보제공서비스의극대화와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브랜드의명목가치를실

질 가치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는 국내 도

서관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집행·지원,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관한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구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④‘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 창

구’는국가를대표하는국립중앙도서관의국내리더십과국제적위상을제고시키기위한전

략적목표로제정되었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지식문화유산의자존심과보고(寶庫)’는정보자료와지적·문화적 DNA를

빠짐없이수집하여 구히보존하는한국기록문화의전당을목표로한다. 이에따라그기

본방향은국가지식문화유산의망라적수집과체계적관리, 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와자

료수집시스템혁신, 한국원형콘텐츠의중점적·지속적발굴, 디지털정보자원의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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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자료의디지털화, 자료의과학적보존관리전승으로삼고있다.

아울러추진과제로우선장서확충을위한제도의확립과정비에주력한다는내용을담

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의 한국 관련 자료, 온라인 자료, 웹사이트 등의 망라적 수집

기반을구축하고, 납본관련특별법제정으로납본제도를개선해실효성을확보하며, 출판

계와의협력체계를구축해표준화된출판정보를보급한다는것을내세웠다. 즉전국서점

및도서관에표준목록을제공함으로써출판유통시장의활성화및전국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이끈다는내용이다. 

또한 자료의 수집 기능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한국 관련 자료 조사 및 인을 통해 한국

자료를집적화하고, 중국사회과학원및중국국가도서관등에서동북공정관련자료를수집

하며, 중국·대만 등의 한국 관련 고문헌에 대한 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국립문서기록청(NARA)의 한국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 인하여수집하고, 미국의회

도서관(LC)의한국관련고지도보존처리를지원및 인할계획이다. 아울러국제자료교

환처를현재 284개처에서 400개 처로확대하는등국제교환및기증운동을통한장서확

충에 힘쓰는 한편, ‘햇살가득다락방’사업을 범국민 도서 기증 운동으로 확산시켜 연간 약

17만책을기증받을목표를세우고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 자원의 확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OASIS :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관련 웹 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존·이용, 사이버 기증 시스템 구축 등 웹 자원

의기증운동활성화, 지역센터아카이브설치및협력망구축으로전개하게된다.

또 자료의 과학적 보존 관리와 전승을 위해 IFLA PAC(보존 및 복원) 한국센터 지정을

추진하는등한국자료보존센터의기능을수행하고, 인쇄및전자자료등매체별전문인력

을확보해보존전문인력을양성해나갈계획이다.

464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

-
제
12
장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2
0
1
0



둘째, ‘지식정보의유통관리및제공서비스센터’는국내외지식정보의광장으로서정

보 서비스 기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은 정보 서

비스 지평의 확대, 공공 정보 서비스 수준의 업그레이드, 국민의 정보 접근(이용)권 보장,

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의표준화및정보시스템의효율화에두고있다.   

추진 과제로는 지식 정보 서비스의 주제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운 하고, 도서관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서비스제공과해외문화원을활용한한국관련정보센터화를추진할방침이다. 또지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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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 정보의 자존심’의 핵심 내용과 추진 과제]

목표(하위 비전) 한국 지식 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핵심 논거 *정보 자료와 지적, 문화적 DNA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구히 보존하는 한국 기록 문화 전당

기본 방향 *국가 지식문화 유산의 망라적 수집과 체계적 관리

*장서 개발 정책의 제도화와 자료 수집 시스템 혁신

*‘한국 원형 콘텐츠’의 중점적·지속적 발굴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과 보존, 자료의 디지털화

*자료의 과학적 보존 관리 전승

주요 추진 과제 1) 장서 확충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정비

및 실행 전략 - 장서 개발 정책의 제도화

- 납본 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

-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 확대

- 장서 관리와 관련된 각종 기준의 제정·적용·보급

- 출판계와 협력 체제 구축으로 표준화된 서지 정보 보급 등

2) 자료 수집 기능 강화

- 한국 관련 자료의 기획 수집 강화

- 국제 교류를 통한 장서 확충

- 자료 기증 운동의 활성화 등

3) 디지털 정보 자원의 확충 및 아카이브 구축

- 사이버 기증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디지털 정보 자원의 장기 프로젝트 추진

- 웹자원의 수집·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

- 지역 아카이브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4) ‘한국 원형 컨텐츠’발굴 수집

- 한국 기록 문화 유산 콘텐츠의 집중 수집

- 고전 자료의 해제 및 국역 확대

- 해외 한국 관련 자료의 인 수집

- 한국의 기억(Korean Memories) 콘텐츠 구축

- 한국기록문화역사관(가칭) 설립 등

5) 자료의 과학적 보존 관리와 전승

- ‘한국자료보존센터’기능 수행

- 보존 매체별 전문 인력 양성

- 권역별 자료보존관 설립

- IFLA PAC 한국센터 기능 수행

- 보존 기술의 연구, 교육, 홍보 등

creo




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을개발해보급하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육성지원하게된다. 

아울러 지식 정보 표준화 및 정보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국가자료종합목록

(KOLIS-NET) DB를일반도서위주에서비도서자료등으로확대하고KOLIS-NET의참여

기관을 현재 350개관에서 500개관으로 확대하며, 원문 정보 DB 구축도 현재 32만 책 1억

면에서 56만책 1억 5000만면으로확대시킬계획이다. 이와함께디지털도서관을건립운

하며‘국가서비스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해 운 할 방침이다. 또 지식 정보 서비스 전략

의다양화를추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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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 정보의 유통과 제공 서비스’의 핵심 내용과 추진 과제]

목표(하위 비전) 지식 정보의 유통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

핵심 논거 *국내외 지식 정보의 광장으로서 정보 서비스 기능의 극대화

기본 방향 *정보 서비스 지평의 확대

*공공 정보 서비스 수준의 업그레이드

*국민의 정보 접근(이용)권 보장, 정보 격차 해소

*지식 정보의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화

주요 추진 과제 1) 지식 정보 서비스의 주제 전문화

및 실행 전략 - 주제전문사서제도 운

- 주제전문사서 평가 지표 개발

- 주제별 참고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 구축

- 주제전문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 등

2) 지식 정보 서비스 전략의 다양화

- 다른 도서관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사서에게 물어보기(Ask a Librarian)’서비스 제공

- 화상 시스템을 통한 정보 서비스 등

3) 도서관 정책 정보 서비스의 제공

- 정부 부처별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 국가정책정보 통합 DB 구축

- 부처별 담당관제 도입 등

4)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보장

- 정보 취약(소외) 계층인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공공도서관의 독서 치료 프로그램 및 독서 목록 개발

- 장애인을 위한 국가전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형 활자 도서 등 개발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육성 등

- 어린이 및 청소년 정보 서비스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강화

- 군인, 환자, 수감자 등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개발·보급 및 지원 등

5) 지식 정보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화

- 도서관 정보 산업 기능 향상 및 확대

- 원문 정보 DB 구축 확대

- 디지털도서관 건립·운

- ‘국가서지정보센터(가칭)’설립·운 추진 등

creo




셋째,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는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집행

과 연구 개발의 국가적 허브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기본 방향은

국민에게좋은도서관환경제공, 다른도서관에봉사하는‘도서관을위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두고있다.

추진 과제로 도서관 정책 연구 체제 구축을 위해 도서관연구소 설치와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도서관 확충 건립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을 487개관

에서 710개관으로 확충하고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며, 공공도서관 표준 운 매뉴얼을

작성해배포해나갈방침이다. 또한범국민독서진흥사업으로민관합동의‘범국민독서추

진위원회’를구성해운 하고, 국민독서진흥을위한홍보활동을강화하기위해격년간시

행하던국민독서실태조사를매년시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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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연구 체제 구축

- 도서관연구소 설치, 운

- 도서관 기초 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 주요 연구 관련 사업 추진(기준, 컨설팅, 서비스 평가 및 인증)

- 전문 잡지 및 연구물 발간 등

3)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 사서직제 개선팀 운

- 채용 제도의 다양화 및 사서직 관장 보임제 확대

- 직무 분석

-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도서관인력개발협의체 구성, 운

- 사서연구회의 결성 및 운 지원 등

4)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관종별 도서관 확충 사업 지원, 추진

- 정책 지침서 개발, 보급 등

5) 범국민 독서 진흥 강화

-‘범국민독서진흥추진위원회’(가칭) 구성과 운

- 독서 진흥 활동 홍보 강화

- 독서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등

[‘도서관 정보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의 핵심 내용과 추진 과제]

목표(하위 비전)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

핵심 논거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연구 개발의 국가적 허브

기본 방향 *국민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 제공

*다른 도서관에 봉사하는‘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의 중심 기관

주요 추진 과제 1) 도서관 정책의 체계 확립

및 실행 전략 - 정부 부처 및 도서관, 도서관계 유관 기관과의 정책 협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차 계획 수립

- 주요 국가의 도서관 정책 연구

- ‘도서관백서(가제)’발간

- 도서관 정책 평가와 홍보

creo




넷째, ‘국내외도서관교류·협력창구’는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증대및지식기반사

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기본 방향은 국가 지

식 정보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국내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들과의

상호협력강화·지원, 로벌지식기반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남북한도서관간상

호협력및교류를통한한국지식문화발전도모, 국민과함께하는열린도서관실현을목

표로하고있다.

추진과제로는국내도서관상호협력강화를위해국내도서관간교류·협력망을확대

하고, 관종별도서관간의협력사업을증대시키며, 전국각종도서관대상의상호대차서

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제 도서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도서관 중심

의교류에서동아시아주변국가와확대교류를추진하고, 세계주요도서관과의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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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 확장과 국제적 관문 역할’의 핵심 내용과 추진 과제]

목표(하위 비전) 국내외 도서관 교류·협력 창구

핵심 논거 *국가 지식 정보 서비스의 증대 및 지식 기반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

기본 방향 *국가 지식 정보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국내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들과의 상호 협력 강화, 지원

* 로벌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국제 협력 강화

*남북한 도서관 간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한 한국 지식 문화 발전 도모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실현

주요 추진 과제 1) 국내 도서관 상호 협력 강화

및 실행 전략 - 국내 도서관 간 교류, 협력 확대 추진

- 국내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추진

- 각종 도서관 대상의 상호 대차 서비스 연계성 강화 등

2) 국제 교류, 협력 강화

- 동아시아 도서관 간 교류, 협력 강화

- 국제도서관연맹(IFLA)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사무국 유치 추진

- 아시아 동반자 문화 사업 추진

- 세계 주요 도서관 간 교류, 협력 강화

- 미국의회도서관과 로벌 게이트웨이 상호 추진

- 해외 한인 사서와의 정기적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 대학 등과 협력 강화 등

3) 남북한 도서관 간 상호 교류, 협력 체제 구축

- 남북한 도서관 간 인적 교류 추진

- 북한 소재 귀중 문헌 등의 정보 교류 및 협력

- 남북한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4) 국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 및 참여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 친구’(FONLOK) 조직화

- 전국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통한 통합 안내 서비스 운

- 도서관 이용자 개발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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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해 현재 5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리며,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대학 등과의 협력

을강화하게된다. 이와함께남북한도서관간의인적교류를비롯해소장자료의정보교

류·공동이용협력등상호협력을증대시키며, 국민을위한열린도서관을운 하고참여

를확대하는노력도경주하게된다. 그일환으로‘도서관의친구(FONLOK)’를조직화하고,

전국 도서관·정보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운 하며‘도서관이용자위원회’를 구성·운

해도서관이용자개발및교육을시행할방침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중장기비전은궁극적으로지식정보의수집과제공이국민의정보기

본권을보장하고, 이에대한접근과이용으로자아발전과사회전반의지식수준을제고하

며, 이를 활용하고 생산함으로써 지식 정보 중심의 사회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해‘지력

강국창출’을실현한다는목표로추진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지력강국 창출’이라는 최종 비전에 도달할 때까지 제1차 비전

(2006~2010년)은 착수 단계, 제2차 비전(2011~2015년)은 도약(발전) 단계, 제3차 비

전(2016~2010년)은 심화(성숙) 단계, 제4차 비전(2021년 이후)은‘지력강국 창출’의

완성 단계로 진행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전을 통해 2010년까지 국가문헌 1000만 시대를 달성하고, 국민들이 시

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도서관

환경을 추진하며, 2008년까지 약 1200억 원의 예산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여 국

가디지털정보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도서관 2010’추진 일지

2004. 11.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년 및 도서관 정책 이관 계기로

비전 수립의 필요성 대두

2004. 12. 비전 수립 논의에 따라 2005년 10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기념 행사 시

대국민 보고회 실시 확정

2005. 1.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 실무TF 구성(10명)

2005. 2. 17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기획연구팀과 실무TF의 공동 연구 추진 확정

- 기획연구팀(외부 전문가) 구성

2005. 2. 21 실무TF 제1차 회의

- 비전 수립 배경 및 실무TF 역할 논의

-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 토의

2005. 2. 22 실무TF 제2차 회의

-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 시안 마련(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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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4 기획연구팀 및 실무TF 제1차 합동 회의

-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 확정

2005. 3. 9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 기본 계획’수립

2005. 3. 17 실무TF 제3차 회의

-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수립에 관한 목차 검토 및 분야별 역할 분담

2005. 3. 18 기획연구팀 및 실무TF 제2차 합동 회의

주요 의제에 따른 목차 및 작성 체계

- 위원 및 실무TF의 연구 역 결정

2005. 4.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외 도서관의 환경 조사 및 연구 분석

2005. 4. 29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비전 수립 계획 보고 및 자문

2005. 5. 6 기획연구팀 제1차 회의 개최

- 역별 연구 분야에 따른 의견 및 요청 사항에 대한 논의 등

2005. 6. 10 기획연구팀 제2차 회의 개최

- 역별 진행 사항 검토 및 논의

2005. 7. 4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비전 수립 관련 의견 수렴

2005. 7. 21~7. 22 기획연구팀 및 실무TF 워크숍 개최

- 연구 기초 시안 검토 및 우선 사업 선별

2005. 8. 5 열린정책세미나(공청회) 개최

2005. 8. 26 기획연구팀 및 실무TF 제3차 합동 회의 개최

- 비전 시안 검토 및 핵심 사업 선별

2005. 8. 30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비전 수립(안) 검토

2005. 9. 10 기획연구팀 및 실무TF 제4차 합동 회의 개최

- 비전 최종(안) 검토 및 논의

2005. 9. 9~9. 16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보고서 명칭 공모

- ‘국립중앙도서관 2010’으로 확정

2005. 9. 29 국립중앙도서관 비전‘지력강국(知力强國)’확정

2005. 9. 29 ‘국립중앙도서관 2010’장관 보고

2005. 10. 4 실무TF 제4차 회의

- ‘국립중앙도서관 2010’최종 확인

2005. 10. 14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식

- ‘국립중앙도서관 2010’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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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용서비스의변천

1. 국민을위한국립중앙도서관

개관 당시 시대적·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 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을 찾는

국민들은 날로 늘어났다.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 이 미약한 때에 많은 국민들이 국립도

서관을 찾아 지식과 정보를 찾고 미래를 계획하 다고 할 수 있었다. 개관 다음해인 1946

년부터분관의설립을검토한사실에서국립도서관을찾는국민들이얼마나많았는지를짐

작할수있다. 

1945년 10월 15일 개관이후국립도서관은전국민을대상으로이용서비스를실시하

다. 남녀를 구별한 당시 사회상에 따라 부녀자와 성인 남자를 구분하여 열람실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열람실의 설치 및 운 에도 힘을 기울 다. 개관 초기에는 조선총독부도서

관이 설치 운 하던 열람실을 존속시켜 운 하 으나, 선진 도서관 사상을 빠르게 도입하

면서기존의열람실을폐지하거나개칭운 하는등이용서비스의개선에힘을기울 다. 

개관당시열람요금은20전이었다. 약 3개월후인1946년 1월 11일에50전으로, 같은해

11월에는 다시 1원으로 인상해 20여 년간 1원으로 유지되다가, 1970년 3월에는 5원으로,

1972년에는다시 10원으로인상되었다. 이후열람요금은입관료로개칭되어 1인당 1회 10

원씩받아오다가39년만인 1983년 2월 1일부터전면폐지되었다. 입관료폐지는평생교육

과문화보급의산실인도서관의중요한기능을활성화할목적으로추진되었다.

도서관 이용 시간 또한 많은 변천을 거듭하 다. 도서관의 교육·문화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자국립중앙도서관은공휴일과국경일및효율적장서관리를위한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중개관하면서이용시간을최대한연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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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당시는 해방 이후로 사회 사정이 혼란하던 때라 오전 9시에 개관하고 어두워지기

전인 오후 5시에 폐관하 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면서 도서관 개관 시간도 점차 연장되

어, 1949년 5월 29일부터는오후 8시까지로연장되었다. 6.25 전쟁으로인한휴관이후에

도 사회의 안정에맞추어 개관 시간을 늘려나갔으며 1959년 5월 1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을개관하 다. 5.16 혁명이후에개관은공무원출근시간에맞추고폐관은 4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는오후 9시, 11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는오후 8시로하 다.

1974년도에는 공무원의 동·하절기 근무 시간 변경에 따라 동절기에는 오전 9시 30분에

개관하고토·일요일에는오후5시에폐관하는등개관시간을조정하 다. 

1982년 1월 5일정부가야간통행금지를해제하자국립도서관도 1월 6일부터도서관개

관 시간을 연장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다. 공무원에 대한 동절기 근무 시간이 적

용되던때에도자료실을오후 6시까지운 하 으며, 1999년도부터는야간도서관제도를

도입하여평일에는이용자가오후 9시까지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하 다.  2004년 11월

부터는야간도서관운 시간을 1시간연장하여오후 10시까지운 하고있다.  

국민에대한서비스향상을위하여이용자여론조사를최초로실시한해는 1969년도

다. 1월과 4월두차례에걸쳐이용자여론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서비스의개선

을추진하 다.  

이때 폐지된 제도가 조선총독부도서관 시절부터 운 되어 오던 하족장(下足場) 제도

다. 이용자가도서관을이용하려면지하 1층에있는하족장에서신발을슬리퍼로갈아신어

야 하는 제도 다. 이용자를 번거롭게 하고 여럿이 갈아 신는 슬리퍼의 위생과 관리 문제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용

자는 1층의현관을통하여바로도서관에들어올수있게되었다.  

또한 폐가제 자료 이용을 위한 열람용 카드를 재정비하고 참고열람실을 대폭 확장하여

참고도서 6000여 책을 개가하는 등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 다. 뿐만 아니라

소장자료전시, 게시판을통한신착도서안내, 국내출판물의서지정보제공등전문적이

고다양한방법을통하여이용자에게적극적으로봉사하 다. 

이후에도매년이용자대상의설문조사가실시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홈페이지를통

해서이용자의의견을들으며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나갔다.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역사도 개관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관 당시

부녀자와 아동이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부녀실을 부녀문고와 아동문고로 구분·운

하다가 1968년에참고열람실을확장하면서아동문고를아현동분관으로이전설치하 다.

이때 아동열람실의 홍보를 위하여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와 각 기관에 문서를 보내 도서관

이용을독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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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9월에는 아현분관을 역삼동으로 이전하여 개관하 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도서관가구에다양한색채와모양을도입한어린이실, 성인으로서 10책이상의양서(良書)

기증자를대상으로한회원자료실, 중·고등학생을위하여학습서를중점배치한청소년자

료실의 설치 등과 각종 부대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도서관

이용만족을추구하는다양한도서관서비스의모델을보이고자하 다. 

특히 겨울과 여름 방학 기간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 한 독서교실은 어린이 독서

진흥프로그램으로전국의도서관을선도하며활발하게운 되었다.  

참고 서비스 업무도 개관 이후 계속 발전하 다. 초기에는 방문자에 한해서만 제공했던

참고 서비스를 서면 질의는 물론 전화 응답과 사이버상으로까지 그 역을 확장시켜 나갔

다. 또 이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참고 질의 데스크를 설치 운 하면

서이용자중심의참고서비스로향상시켰다. 

학위논문 서비스의 변천 역시 사회의 변화와 같이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서비스의

사례를보여주고있다. 1988년에현재의반포동위치로본관을이전한후학위논문이용자

가 급증하 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보다 효율적인 자료 운 과 서비스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되었고분관의기능조정을검토하 다. 공공도서관의활성화가본격적으로추진

되는사회적분위기에따라공공도서관의표본으로운 하던분관도기능을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취지에따라, 1999년 11월분관을학위논문관으로개관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부방으로 대변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료 이용 중심의

정보센터로발돋움하려는노력으로오랫동안탈공부방화계획을꾸준히추진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공간은 개관 이래 자료실과 일반열람실로 구분, 운 되었다. 개

관 초기부터 참고열람실이나 정기간행물실 등은 관련 자료를 반개가로 비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 고, 일반열람실은이용자가서고자료를대출받아열람하거나자

기 학습의 공간으로 운 하 다. 따라서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자료실에는 이용자의 가방

이나책등을반입할수없었으나일반열람실은개인소지품반입에아무런제한이없었다.

이 때문에 일반열람실은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자습실, 즉 공부방으로만 활

용되는현상이빚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1947년에 일부 열람실(당시 自修室)

을 자료실로 개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아현분관을 설립하여 초·

중·고등학생의본관이용을금지하 다. 그러나도서관에대한공부방화는크게개선되지

않았다. 

남산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보다 확장된 일반열람실로 인하여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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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일 새벽마다 좌석을 차지하려는 이용자의 긴 행렬이 TV나 신문에 종종 소개될 정도

로문제가많았다. 심지어조금늦게내관한이용자들은이용좌석을차지하지못해하루종

일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1980년대 이용 통계를 보면 도서관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이 일반열람실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 도서관 이용 패턴이

얼마나파행적이었는가를알수있다. 

이러한 도서관 이용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은 반포동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부터

다. 1986년 9월부터 운 되었던‘이전준비반’은 5000석 규모의 새 도서관 이용 공간을

어떻게분할하는것이공부방현상을막는일인가를연구한끝에주제별자료의개가제도

입을 검토하 다. 관내 일부 직원이 보존 자료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를 개가하면 안된다

고 강력히 반대하 으나, 자료의 개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일반열람실 공간이 너무 많아

져자료이용이라는도서관의기본적인기능을상실할것이라는우려때문에결국이안이

받아들여졌다. 최초의안은 800여 석규모의 2층 공간만일반열람실로운 하려고하 으

나,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개관 당시에는 3층 일부 공간을 더해 1200석 규모로 운 을 시작

하 다. 

반포동 개관 초기에는 주제별 자료실을 완전 개가제로 시행하 다. 그러나 이용자 소지

품 보관함 운 과 배가 자료의 훼손 및 배열 상태의 혼란 때문에 1990년 초 열람석과 서

가 부분을 분리한 반개가제 방식으로 자료실을 개편하 다. 반개가제 운 은 자료 관리

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별도로 구분된 열람석은 개인 소지품 휴대가 가능

했기 때문에 개인 책으로 자습하는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 다. 이로 인해 자료실 개

실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열람석 이용자들이 1층 로비를 가득 메우는 기현상이 벌

어지고, 심지어는 육중한 현관 카운터가 려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질서 유지를 위하

여 당시의 열람봉사과 직원이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 으며 이런 현상으로 하루 종일 도서

관 전체가 북새통을 떨었다. 1992~1993년도에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가 적게는 3000

명, 많을 때는 6000여 명이었다는 통계만 보아도 그 혼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보관함 운 을 다시 시작하고 주제별 자료실을 개가제로

전환하 다. 

이처럼신축이전이후에도공부방으로자리잡은일반열람실의축소와폐지문제는계속

해서도서관의핵심과제중하나로취급되었다. 1991년 4월 9일초도순시차방문했던이어

령 전 문화부 장관의 도서관에서의 공부방 폐지 발언에 힘입어 1991년도에는 1200여 석의

일반열람실 중 3층의 약 400석 공간을 신문자료실로 개편하 다. 이에 따라 총 812석으로

축소된일반열람실좌석은 1996년도까지계속유지되었는데, 당시통계에따르면총이용자

의30%가일반열람실이용자 다.

1996년도에 이같은 도서관의 공부방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다. 당시 김진무 관장은 2

층에 남아 있던 일반열람실을 폐지하고 자료실화하자는 최 복 열람관리부장을 비롯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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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의의견을적극수용하 다. 이안은그해 4월당시문화체육부장관의결재를얻었고,

이어서 탈공부방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열람

봉사과(현 주제정보과)는 5월부터 8월까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대대적인 도서

관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 다. 2층의 일반열람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역사·지리,

지도, 어문학자료실을 설치하 다. 1층 로비의 이용상담실은 삼성전자의 협조(정보화교육

장을포함하여 25억원투자)를받아시설을정비한후정보봉사실로개편하 고, LG의협

조(8억 원)를 받아 5층 전자자료실을재구성했으며, 인문·사회·자연등으로대구분된자

료실을 보다 세분화해 철학·종교 등으로 전문화하 다.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일반

열람실이용자들은끊임없는항의를계속하 다. 반대전단지를작성하여추진을방해하는

사태도발생했다. 그러나국립중앙도서관은이에굴하지않고이용자들을끈질기게설득하

면서문제를해결해나갔다.  

1996년 9월 9일김 수문화체육부장관을비롯한도서관관계인사들을초청하여새롭

게 개편한 자료실의 공개 행사를 개최하 다. 이 행사에서 일반열람실을 개편한 2층 자료

실들과 현대화된 1층의 정보봉사실, 5층의 전자도서실을 공개하며 국내 최초로 도서관의

탈공부방화를시도한의미를부각시켰다.  

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립중앙도서

관에서도다양한방법으로장애인을위한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 다. 반포동

에도서관을신축하면서장애인램프(ramp)를조성하는것을비롯해본관각층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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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점자블록을설치하고, 식당이용을위하여계단난간에휠체어이동을위한리프트기

를 장착하는 등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갔다. 자료실 출입구도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

하도록넓이를조정하 다. 

1999년도에는 1층정보봉사실에저시력인용자료검색PC를설치하 다. 또한전국저시

력인연대가경기여자고등학교동문회의후원금으로마련하여기증한카메라, 모니터, 독서

대등저시력인용확대독서기2대를정보봉사실에설치하 다. 

2000년도에도 온라인 PC 1대를 증설하여 저시력인용 확대 독서기를 설치함으로써 2대

의 PC를저시력인전용검색기로사용하 다. 시각장애인이점자도서의이용을원할경우

에는 주제와 관계없이 1층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의 중앙대출대(2001년도에 서고

자료신청대로명칭변경)에서점자도서를관리하 다. 

2001년도에는 디지털자료실을 새롭게 꾸며 개관하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

다. 자료실 내 전 좌석의 10%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로 설치하고, 양손을 사용할

수 없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용한 헤드 포인터 기능, 개별 이용자의 신체

특징과 장애에 맞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 기능 키보드, 발로 조작하는 발마우

스 등 컴퓨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 11종을 설치하여 장애인들도 도서관 자료를

불편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 다.

정보봉사실에서는 2003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를 확대시켜주고 음

성을출력하는스크린리더프로그램을설치하 다. 

2004년 3월 26일에는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종합목록및원문정보서비스를시작하

다. 전국 공공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단체가 보유한 시각장애인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5만

5000건과 원문정보 1430책을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통해 음성 서비스를 시

작한것이다. 이는저작권법등관련법규에따라장애인인증절차를거친후이용자가사

용할수있으며점역생성기를활용하여점자로도출력할수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터넷 등 정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요구도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2004년 11월 28일에는 기능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

다. 전문화, 다양화된 주제정보 서비스와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문헌 및 웹자료

와같은다양한자료의수집관리를통해국민을위한서비스에힘을쏟고있다. 2004년에

도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주제별 자료실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웹 기반 시스템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국가대

표도서관에걸맞는이용자서비스개발등을목표로 2003년도입한 RFID 장서관리시스템

과연계한도서관이용증제도운 을계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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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실(자료실)의설치및운

개관첫날인 1945년 10월 15일의이용자수는총 173명이었고총입관료는 51원 10전이

었다. 개관 당시 열람실은 일반열람실(104석), 신문열람실(40석), 대중문고(60석), 부녀자

문고(50석) 등 4개 실 254석이었다. 1945년 11월 12일에는열람좌석을 1945년 초와같이

454석으로 복구하 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현동

서고등에분산시켜두었던책상과의자들을다시찾아와정비한것이었다. 

대중문고(大衆文庫)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시절인 1932년 1월 8일에 개설된 자료실로서

국립도서관으로개관한후에도각종자격시험준비도서, 교양도서등을반개가로비치하

고대중에대한계몽과문화향상을목적으로운 되었다. 

부녀자문고는 아동 도서와 부인용 도서를 반개가로 비치하고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

로 운 하 다. 부녀자문고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한 1925년에 설치되어 1942년도에

폐쇄되었으나국립도서관으로개관하면서다시설치, 운 되었다.  

개관당시에는부녀자문고를부녀자와어린이가함께이용하도록하 다. 그러나아동의

활발한도서관이용을위하여독립적인열람실의설치를준비한끝에 1947년 7월 1일아동

문고를개실하 다. 아동문고는 1958년에어린이열람실로개칭되어운 되다가 1968년 11

월아현분관에이전설치되었다. 

자수실(自修室)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공부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 열람실은 개관 이후 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자료 열람 공간 확

충을위하여 1947년 6월 8일 문열람실로변경되었다.

1957년 9월 20일에는 아현분관을 개관하 다. 1942년 12월 19일 1318평의 대지에 198

평의서고와 51평의부속건물로준공된아현동서고는전혀이용되지않는장서를보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열람 공간 부족을 고민하

던국립도서관은아현동서고의분관화를계획하고 2층일부를열람실로개축하 다. 청소

년을위한아현분관을개관함으로써주로대학입시준비등시험공부에열중하는중·고

등학생들로인한국립도서관의공부방화를막기위해서 다. 1959년 3월부터는 자료이용

중심의도서관운 을위하여중·고등학생의본관이용을금지시켰다. 

선진도서관사상이도입되면서 1958년 7월 1일참고도서실과정기간행물열람실을신설

하 다. 당시본관에는연구실(48석), 6개의열람실(남자용 296석, 여자용 66석),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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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남자용 84석), 참고도서실(남녀공용 24석), 정기간행물열람실(남녀공용 54석), 어린이

실(남녀 공용 84석)이 운 되었다. 1959년 2월부터는 중·고등학생의 참고도서실 이용을

금지하 다. 

1981년 5월에는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도서관학의발전에기여하고자도서관학및교육

학 특수전문자료실을 설치하여 운 하 다. 이 자료실은 1991년 11월 도서관문화자료실로

개칭되어 도서관학 및 문화 관련 자료를 운 하 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문화회원

제도를도입해연구자의자료이용에편의를제공하 다.

이후 1999년도에 도서관문화자료실이 폐지되면서 문화회원 관련 업무는 서지정보참고

실에인계되었으며, 문헌정보학자료는따로구분하여문헌정보학실을설치하 다. 문화회

원제도는 이후 곧 폐지되었고, 문헌정보학실은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정부

간행물등도서관현황자료를개가·운 함으로써도서관현장사서와문헌정보학연구자

들에게 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구 방향, 발전 추세 등을 제시하며 문헌정보학의

발전에기여하고있다. 

1992년에는 이용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신간 자료를 제공하고자 신착자료실을 설치하

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속한 이용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신착자료실에 먼저 비치하 다. 비치 자료는 일정 기간 이용자들에게 신착

자료로제공된후미소장자료는도서관자료로등록을하고복본자료는자료가부족한국

내다른도서관에기증하 다. 

1993년에는 1970년대부터 운 해 오던 기존의 비도서실을 그해 7월 (주)금성사 협찬을

받아 각종 첨단 전자기기로 재구성하 다. 더 나아가 1996년 9월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의협찬으로인테리어및각종첨단전자기기를업그레이드하여종합전자·정보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전자도서실로 개실하 다. 전자도서실은 2001년도에 전자 매체를 통한 첨단

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시디지털자료실로확대개편되었다.

한편평일이용이어려운이용자를위해자료예약제도를운 하여주말에자료이용을

할수있도록했으며, 서울과수도권을제외한지방에거주하는이용자를위해서는우편복

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처럼 개관 이후 소공동, 남산을 거쳐 현재의 반포동에 이르기까지

소장자료의전산화추진, 자료의확충, 이용자의증가, 서비스내용의변화등에따라거의

해마다자료이용환경을개선해나갔다. 특히 1990년은국립중앙도서관이이용서비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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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위해자료실환경개선을대폭시행한해 다. 당시자료실환경개선의방향은첫째,

자료실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정부간행물실과 문학자료실 및 서

지정보참고실을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이용률이 낮

은 KDCP 자료와 4주제실의 서양 자료 등을 지하 중앙 서고로 배치하고, 셋째, 일반 열람

실을 축소하며, 넷째, 이전 배가 시 미진했던 각 서고에 보존중인 자료를 재배가 정리하여

업무의전산화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개선내용을보면, 연속간행물실을조정하여이용률이낮은자료의재배가와함께정부간

행물실과신문자료실을신설하 으며, 1·2·3·4로되어있던주제별자료실의명칭을인

문과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문학자료실등으로주제가분명히드러나

게하여이용자가쉽게이해하도록하 다. 또한 3층의참고자료실은 1층에서지정보참고실

을신설하여대체하고, 정보화시대에걸맞는자료검색과서지정보제공을위해노력하

다. 3층에는 문학자료실을 설치하 다. 특히 일반열람실을 1310석에서 800석으로 축소한

것은1996년도의일반열람실전면폐지에앞서도서관의공부방화를막기위한개선책의하

나 다. 이용률이낮은자료의서고이전역시자료보존과공간효율성에기여하 다.

이후에도크고작은자료실환경개선이시행되었으며 2000년이후에는특히도서관대

내외의급격한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인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 다.

2000년도에는 비치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실 비

치자료중 1995년이전자료 18만 6457책을색출해서고로이동하 으며, 북한원전을포

함한 북한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실을 본관 2층에 개실하 다. 또

12월 1일부터 12월 23일에는자료실조정및환경개선작업을재실시하여 4층의철학종교

자료실에 역사·지리 자료와 예술·체육 자료를 추가하여 인문과학자료실로 변경하 으

며, 5층의문헌·예술체육자료실은폐실하고문헌정보자료는2층으로이전하 다. 

2001년도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자료실 출입문을 복도 정면으로 옮기고 출입문도

기존의 철제문에서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이용자가 자료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도서

관 실내 분위기도 밝아지는 시각적 효과를 얻었다. 또한 자료실 내에 독립된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신입자료정리나도난방지테이프부착등의업무를할수있게했다. 그외에도

도서관 자료 이용 편의 제공과 자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제본실 및 창고 부

분등 165평을서고로확장하여개가제자료실에있던 1996년도발행동양서및서양서자

료를서고로이동하 다. 

2003년도의 환경 개선 내용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 및 자료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과학실(4층)의 출입문을 크게 확장하여 투명 유리문으로 전면 교체하고, 자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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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용이하도록 안내 카운터를 새롭게 제작, 설치하여 출입구 방향으로 정면 배치하 다.

또 각자료실에는소음방지를위하여이동량이많은동선을따라카페트를설치해이용자

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하 다. 아울러 문화관

광부의‘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자료 관리 및 이용 시스템(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시스템)을 도입하 다. RFID시스템은 자

료에 부착된 전자 칩에서 송출하는 무선 신호를 인식기로 읽어들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서지 정보를 내장(도서관코드, 청구기호, 등록번호 등)한 전자 칩을 KOLIS와 연동하여 검

색되도록하 고, 인문과학실을포함한주제별자료실 5개실에비치된 30만책에전자칩

(RF Tag)을 부착하고사서용데스크탑, 자가 반납기, 장서 점검기등시스템운 을위한

주변장치를설치하 다.   

이처럼 2003년이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 및 자료 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한 해라면,

2004년은 자료실의 사무 환경을 개선한 해 다. 2004년 5월 3일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송시스템을본격가동해이용자가서고자료신청서를작성하던기존의방법을탈피

하여 자료 검색용 PC에서 자료 검색과 대출 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고 자료

이용을편리하게했다. 이를위해 4월 2일자료운송시스템이본관지하 1층서고와 1층서

고대출대에설치되었는데, 7개의스테이션과 245m의레일을갖추고총 20대의카(자료적

재 장치)를 구성했다. 운송 시간은 지하 서고 각 스테이션에서 신청대까지 평균 3~4분이

소요되어기존대출시간보다 10~15분정도단축되었다.  2004년 12월에는직제개편으로

각 주제별 자료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인문과학실 내에 30.8평

규모의통합사무실을설치하 다. 통합사무실에는인문·사회·자연과학실 3개 주제별자

료실의 사서들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공동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이구비되었다. 

제2절 자료실운

1. 정보봉사실

정보봉사실은 본관 1층에 위치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삼성전자의시설기증에따라서지정보참고실을확대개편한정보봉사실은온라인

목록 검색 PC, 인터넷 검색 PC, 24석의 노트북 전용 좌석, Web DB 검색 PC, 프린터, 저

시력인을위한확대독서기등을구비하고도서관시설안내와같은단순안내에서부터해

외도서관계의참고질문에이르기까지도서관이용및지식정보와관련된모든질문에대

한참고봉사를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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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미리 필요한 자료를 전화로 예약하는 전화

예약 제도, 자료실 이용 시간(09:00~18:00) 이후에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야간

도서관제도(18:00~22:00), 우편복사제도의운 을 1999년부터제공하기시작하 으며,

2000년부터는우편복사서비스를전국으로확대하 다.

또한 2000년부터 야간 도서관 이용 자료의 예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하 으며,

2003년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신설한 이메일 참고 상담을, 2004년 4월 1일부터 국립

문화시설 대국민 행정 서비스 확대 시범 추진 계획의 하나로 야간 도서관 운 시간을 한

시간연장하여22시까지로운 하기시작하 다. 

2004년 6월 1일부터는정보봉사실주요업무중의하나인신문클리핑을활용하여전직

원에게도서관계, 출판계등관련분야의최신동향을알려주는메일링서비스를실시하 다.

2. 서고자료신청대

본관서고자료를관리·운 하며이용서비스를제공하는자료실로, 기존의장서운 실

이 1988년반포동으로이전하면서중앙대출대로변경되었고, 다시 2001년 6월 1일부터서

고자료신청대로 개칭되었다. 반포동으로 이전 후 본관 서고는 방대한 장서를 소장, 관리하

는 중앙 서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폐가 자료를 서비스함에 따라 중앙대출대로 이름 붙

여졌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단어가 이용자들에게 관외 대출로 인식되는 등 의미 전달이 명

확하지않아, 2001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전직원을대상으로의견수렴과검토과정을

거친후서고자료신청대로개칭되었다. 

본관 서고는 자료보존관 개관 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 장서를 관리 운 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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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자료보존관개관이후에는복본자료만을관리하며이용서비스하고있다. 자

료의신청은검색시스템에서서고자료신청대로바로연결되며, 2004년 4월 자료운송시

스템을도입하여자료의대출반납업무에도자동화를실현하 다. 

3. 북한자료실·특수자료실

2000년 9월 1일남북한관계개선과남북교류증대에따라북한관련자료를보다폭넓

게제공하기위하여북한자료실을개실했다. 도서관 2층에 60평규모로마련된북한자료실

은 기존의 특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 연변대학과 일본 등을 통해 구입한 북한 원전

과 국내에서 발간된 북한 관련 자료를 개가하 다. 향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북한 도서

관과의협력에대비하고자국내발행자료는물론중국, 일본등을통한외국자료수집등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북한 관련 사이트를 검

색할수있도록하 다. 

한편 북한자료실에 통합·설치된 특수자료실은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서 발행한 자료를

소장하여 폐가제로 운 하고 있으며‘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의거하여 열람

및복사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4. 연속간행물실·정부간행물실·신문자료실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이반포동으로이전하면서기존의정기간행물실을연속간행물실

로 개칭하여 설치하 으나, 1990년 자료실 운 개선을 통해 정부간행물실을 구분하여 설

치하 으며, 1991년에는신문자료실을독립하여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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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실은 각종 연감류, 잡지, 학술 논문집, 연구 보고서 등 국내외에서 출판되는

연속간행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최근 2년간의 발간 자료 중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는

개가제로, 그외의자료는폐가제로운 하고있다.

신문자료실은국내외일간지, 지방지, 전문신문등과신문마이크로필름자료를이용서

비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1993년 이후 국내 중앙지는 개가제로, 그 이전 신문은 폐가제로

운 하고있다. 

정부간행물실은관보, 백서, 편람, 연감, 연구보고서등이주종을이루는정부기관발행

자료에대한이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소장자료는단행본과연속간행물, 미국정부간

행물마이크로피쉬자료, 관보마이크로필름등으로 1999년이후발행복본자료는개가제

로, 그밖의원본자료는폐가제로운 하고있다. 

또한정부간행물실은국립중앙도서관이 1997년 2일 20일 UN자료기탁도서관으로지정

된 이후 기탁자료코너를 설치 운 하고 있다. 이 코너에는 유엔 총회를 비롯한 안전보장이

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등의회의진행자료를중심으로각위원회

자료및 결의(Resolution) 자료, 유엔 각부문의 활동상황에대한조사보고서, 유엔 통계

자료, 조약집 등(등사본 자료 포함)의 기탁 자료가 국가별로 비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자료

와함께주한외국공관(51개국)이기증한홍보자료등도비치되어있다.

5. 주제별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학자료실을 비롯해 어학·문헌정보학자료실(본관 2층)과 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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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연과학실(본관 4층) 등 5개의주제별자료실을운 하고있다. 연속간행물과단행본

을망라하여비치하고있는문헌정보학자료실외에는단행본중심의최근 5년간자료를비

치하고이용자에게주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별 자료실을 설치하고 운 을 시작한 것은 1988년 반포동 이전

이후부터로 1주제실에는 총류부터 사회과학, 2주제실에는 과학과 예술 분야, 3주제실에는

어학·문학과역사·지리분야, 4주제실에는 1975년이후발행된서양자료를개가비치하

고 운 을 시작하 다. 이후 1990년에 개가제 자료 이용으로 인한 자료실의 공부방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제별 자료실의 자료 운 을 반개가제로 변경했다. 또한 주제별 자

료실의 명칭을 주제실 소장 자료에 따라 인문·사회·자연·어학·문학자료실 등으로 개

칭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 다. 1994년에는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자 자료 운 을 개가제로 다시 전환하 다. 다시 1998년도에는 주제별 자료실의 비치

자료를 전면 재조정하고 주제실명을 개칭하여 2층에 역사·지리·특수자료실과 어학·문

학자료실을, 4층에철학·종교자료실, 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 5층에문헌·예술체육자료

실등을배치하 다.

2000년도에도자료실환경개선사업을실시해비치자료의최신성유지를위해자료실

비치자료를최근 5년간으로운 키로하고 1995년이전발간자료 18만 6457책을색출하

여 서고로 이동하 으며, 북한 원전을 포함한 북한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실을 2층에 개실하 다. 또한 2층의 역사·지리 자료와 5층의 예술·체육 자료를

철학·종교자료실에 추가하여 인문과학실로 조정하 으며, 2층에는 문헌정보학실과 특수

219제4장 _국민정보이용서비스

사회과학자료실



220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

-
제
4
장
-
국
민

정
보

이
용

서
비
스

디지털자료실 개실(2001년)

자료실을포함한북한자료실을배치하고 5층의문헌·예술체육자료실은폐실하 다. 2001

년 2월에는다시어학·문학자료실의어학자료를같은 2층에위치한문헌정보학실·북한

자료실로이전하여어학자료실로운 하 다.

2004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다 전

문적이고 다양한 주제 정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제전문사서 제도를 도입해

주제별자료실중심으로주제전문사서를배치하 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는주제전문사

서가 외국 도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보원 및 이용자 개발 등 전문

적인업무수행을통해이용자에게보다효율적인주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 디지털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은기존의전자도서실을‘전자도서실시스템정비종합계획(2001. 9. 27)’

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이용 서비스 공간 확장을 위한 공사(2001. 10. 10

~12. 14)를 시행한후 2001년 12월 17일 개실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디지털자료실개

실을계기로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를선도하는정보문화공간으로거듭나는한편, 정보

격차 해소 및 그간 정보 이용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우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

력하 다. 

디지털자료실은 총 면적 787평에 열람 공간 422평, 5층 서고 302평, 사무실·기계실

63평 규모이며, 이용자 좌석수는 258석(장애우석 18석 포함)으로 멀티미디어 이용 시설과

온라인정보이용코너등으로구분되어있다. 

소장자료는카세트테이프를비롯하여전자저널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매체로구성

되어 있다. 이중 카세트테이프는 어학 학습 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책자로

된 교재와 카세트테이프가 함께 이용되어야 하는 자료로 오디오 디스크 형태가 추가된 자



료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디지털자료실의소장자료는최근 7년간연평균 3만여점씩증

가하고 있는데,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점차 디지털화되며 웹버전도 꾸준히 증가하 다.

2004년도 디지털자료실의 소장 자료는 총 41만 6809점으로 카세트테이프를 비롯하여 전

자저널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매체로구성되어있다.

온라인정보이용코너에서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중앙도서

관소장자료중보존가치가높은자료를선별하여구축한원문 DB 29만여책, 도서관정

보화 종합 추진 계획의 하나로 민간 구축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DB, 이용 서비스를위하여구독하고있는전자저널과해외학술 DB 등이다. 이

외에도 소장 자료 중 이용률이 높은 CD-ROM 자료를 CD-NET을 통해 네트워크로 제공

하고문화적·학술적가치가높은자료를 VOD로도제공하고있다. 또한무료학술데이터

베이스에대해서도URL을링크시켜이용자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있으며정기적인업데

이트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정보이용코너는 이용자들이 직접 디지털자료실 예

약 PC를통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내에있는디지털자료실좌석예약시스템에접

속하여예약, 이용할수있다. 

종합 상음향실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화 프로그램을 상 하고 월

요일부터금요일까지오전·오후에정기적으로음악· 화프로그램을운 하여이용자의

호응을얻고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이용자들의자료대출대기시간단축과자료이용서비스의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기송관 및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 운 하고, 2004년부터 이용자용 PC를

관리하는 하드 보안 소프트웨어와 서버에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

작하 다.

이처럼디지털자료실은현재인터넷검색, 국내외학술및원문정보제공, 동화상정보를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오디오 서비스 등의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각종 형태의 멀티미디

어자료를이용하게하는미래지향적인최첨단정보·문화종합공간의역할을하고있다. 

7. 고전운 실·개인문고실

고전운 실은 1992년 9월 24일 우리 고전 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고서의 수집·정

리·이용·보존의일관된체제를확립하여통합관리함으로써신속한이용봉사를제공하기

위해설치되었다. 고서고, 귀중본서고, 5층의고전자료실과개인문고실등에흩어져있던고

전자료를고전운 실로모두이전하여자료의종류와관계없이한곳에서이용할수있게함

으로써이용자의불편을덜어주었다. 고전운 실은고전자료실과개인문고실, 사무실로공

간을구분하 으며, 특히사무실이바로서고와연결되어신속하고효율적인자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했다. 고전에대한이용서비스는고서전문원이담당하고있으며, 필요한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고서위원회’의자문을받는등전문적인정보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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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는 자료보존관 개관에 따라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귀중본 및 별치 자

료, 인본 및마이크로필름화자료의원본, 복본이있는자료의원본등총 5만 2758책을

자료보존관 지하 4층 귀중서고 및 고서고로 이전하 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는고전운 실확장공사를시행해총면적이 589평이되었다. 이는고서정보화계획추진

에 따른 이용 공간 확보와 고전적 중심의 개인문고 유치를 위한 개인문고실 확장, 자료 보

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고전적 보존 관리에 필수적인 포갑·배접실 설치 등의 목적으

로이루어졌다. 

2004년도에는 고전운 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열람 환경을

제공하기위해자료실을 6층으로이전하 으며, 귀중한전적문화재를보다효율적으로보

존, 관리하기위해총 1만 3488책의원본고서를자료보존관지하 4층귀중서고및고서고

로이전하 다.

한편 1992년 11월 11일 국립중앙도서관은개인문고의자료이용을활성화시키고적극적

인기증유치를도모하고자, 김동호문화부차관을비롯하여도서관계인사, 개인문고기증

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전운 실 내에 개인문고실을 개실하 다. 개인문고실은 각

문고별코너를설치하여서장에자료를배가하 으며, 중요한애장품은전시대에전시하여

귀중한 고서, 고문서 등을 한눈에 접할 수 있게 구성하 다. 1947년 오세창 선생의 위창문

고에서비롯된개인문고는2004년도현재총 17개문고 4만 2423책에이른다. 

제3절 이용서비스운

1. 정보서비스이용

1957년 9월 아현분관을 설립, 개관하면서 1959년 3월 중·고등학생의 국립도서관 입관

을 제한하고, 1968년 11월 아동실을 아현분관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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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용자를대상으로, 분관은연령에관계없이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하 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부방화 방지 등을 이유로 1992년 3월 1일부터 본관의 이용자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 다. 다만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

생은만20세가되지않았어도이용할수있도록하 다. 

2004년 3월 2일부터다시이용자연령을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하향조정하

다. 특히 18세 미만인 이용자도 대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이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004년도의 이용자 연령 하향 조정

은도서관의자료이용을목적으로하는이용자는누구나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한것

으로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도서관이용시간은평일에는오전 9시에개관하여오후 10시까지, 토·일요일에는오후

6시까지이다. 평일에개가제자료실이문을닫는오후 6시이후이용자를위하여야간도서

관을운 하고있다. 자료예약서비스나야간자료이용신청을하여오후 10시까지 1층정

보봉사실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정기 휴관일은 매월 둘째·넷째 월

요일이다. 

이용자는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보관함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한 후 지갑이나 필기 도구

와같은꼭필요한소지품만을가지고도서관을이용하도록하고있다. 이는도서관의공부

방화와 개가 자료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보관함 설치

초기에는 직원 관리하에 이용자 스스로 500원짜리 주화를 사용하여 보관함을 이용하 으

나, 이후 무인화하고 사용하는 주화도 100원짜리로 조정하 다. 현재는 개인 소지품의 보

관을원하는이용자에게해당보관함의번호표를발급하고다시제출받아소지품을돌려주

고있다.   

이용자는또한도서관안에서소란을피울수없다. 다른이용자에게피해가되는행동을

해도 퇴관 조치될 수 있으며, 자료를 손상시키면 그에 해당되는 배상과 함께 일정 기간 도

서관이용이금지될수있다. 의도적인자료유출, 폭력, 절도등의행위는근방의서초경찰

서로인계처리된다.  

가. 자료예약대출서비스

자료 예약 대출은 야간 도서관 이용을 위한 서비스이다. 1999년 2월 1일부터 도서관 이

용시간연장서비스의하나로시행된야간도서관운 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병행도

입되었다. 야간도서관운 은자료실이용시간마감이후에도자료이용을원하는이용자

를 위한 서비스로서 정보봉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약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접수하고

있으며자료실이용이마감되는오후6시이후에정보봉사실에서자료를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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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인터넷으로도자료예약신청이가능하며, 2003년도에는관내자료찾기검

색화면에서도야간도서관신청이가능하도록하 다. 또보존관리되는서고자료에대해

서는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있다.

나. 복사서비스

복사 서비스는 1969년부터 시작되었다. 시설과 기기를 갖추지 못한 탓에 필요성을 절감

하면서도 시행을 서두르지 못하다가 1967년 6월에 서적 복사기(양면복사기)를 구입하고,

1968년에마이크로필름촬 기및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를도입함으로써비로소실시

되었다. 1969년시행당해년도의복사신청건수는 166건으로그중관내사무용복사의뢰

가21건이었고, 이용자의복사신청은증명서류구비용의관보복사가대부분이었다.

최초의 국제 복사 서비스는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미국계보학회의 요청에

의한것이었다. 당시국립중앙도서관소장한국족보 1만 1051책을 100만프램으로마이크

로필름화하여대출하 으며미국계보학회에서는이를복사한후원판은반환하 다. 

반포동으로이전한후 1990년대로넘어가면서이용자들의자료복사량이증가하면서신

속한 복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다. 이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위해기존복사실은그대로운 하면서복사량이가장많은 5층의학위논문실에자율

복사기를추가로설치운 하 다. 일정기간시범운 을거친이제도는이용자의호응이

높아이후다른자료실의복사실에도확대적용되었다. 

1995년도에는 복사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복사실을 분산 설치하고 복사기

대수도 증설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사 서비스 수요에 따라 복

사실을 다시 6개 실로 늘리고 자료실이 있는 층마다 복사실을 설치하 다. 1997년도와

1998년도에도자율복사기추가설치등복사실환경개선을계속시행하 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자료의 원문 DB 제공 등으로 복사 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추세이

나, 이용자편의를위하여 2·3·4·5·7층에복사실과복사카드자판기를설치운 하여

이용자의자율복사를활성화하 다.

복사실 운 은 현재 직원공제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복사카드는 국회도서관에서도 공용

사용할수있다.  

다. 참고서비스

참고 서비스는 국립도서관 개관과 함께 시작한 서비스이다. 1957년에 반개가식으로 참

고실을전환하여이용자의자료이용편의를제공하고, 1964년에다시완전개가식의참고

실을 설치하여 진일보한 참고 서비스를 도모하 다. 1965년에는 참고 봉사용 전화대를 가

설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사상 처음으로 전화 질의 참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 다. 동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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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일에는참고업무규정을제정하여참고업무발전의발판을다졌다.  

이전화질의참고서비스에대한국민의호응도는대단히높았다. 이용하는사람들이많

아짐에따라참고서비스가확대되자담당직원을 2명에서 5명으로증원할정도 다. 1966

년 1월 4일부터는전화질의업무를일반참고업무와구분하여수행하 다. 

1967년도에 조사연구과가 신설되면서 참고 서비스 업무가 열람과에서 조사연구과로 이

관되었다. 그러나동년7월 15일에전화와서면질의를통한참고서비스업무만조사연구과

에서맡고일반참고서비스업무는다시열람과로이관되었다. 사실상이원화된참고서비

스가다시합쳐진것은1969년도로이때부터입시공부방에서참고도서관으로의전환을꾀

하게되었다. 장서의신속하고도효과적인이용을저해하는폐가식의단점을최대한극복하

고자참고실을확장해참고자료를확충하고, 전화및서면질의업무도조사연구과에서다시

열람과로 이관하 다. 소공동에서 남산으로 이전 개관한 후에도 전화 질의 참고 서비스는

‘척척박사만물박사’라는명칭으로계속운 되어국민들의호응속에날로발전하 다. 

1988년 반포동으로 신축 개관한 이후에도 전화 질의 참고 서비스는‘ 방전화서비스’로

활발히 운 되었다. ‘ 방전화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1994년에는 이용상담실을 설치하

다. 기존의 서지정보참고실을 명칭 변경한 이용상담실은 현관 입구에 배치되었다. 자료 이

용안내및참고상담을최일선에서적극적으로서비스하기위함이었다. 서지정보참고실에

서는 도서관 방문 이용자는 물론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각종 참고 질의 및 상담

요청을서비스하 다. 

1996년도에 이용상담실을 다시 정보봉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이용

상담요구에신속하고효율적인정보서비스를제공했다. 2004년부터는인터넷을통한디

지털 참고 서비스를 실시하 다. 이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각종 정보를 적시에 수용·공

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이었다.

2. 소장자료서비스

개관 당시에는 참고 도서나 정기 간행물 등 조사 연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모든자료가폐가제로운 되었으며, 서고자료는관내대출방식으로이용서비스하

다. 남산으로이전한후학위논문실과한국학실, 도서관학실등을새롭게설치하여개가자

료를계속늘려나갔으나, 도서관용으로지어지지않은건물의구조상일반자료는계속서

고에폐가하고이용자에게는1일3회, 총 9책까지관내대출방식으로서비스하 다. 

이후 1988년에 반포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

제별 자료실과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에 최대한의 자료를 개가 비치하 다. 그러나

의외로 효율적이지 못한 자료 서비스와 보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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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개선을 시행하 다. 1990년도에는 주제별 자료실의 자료 운 을 다시 반개가제로 전

환하는등대폭적인개선을단행했으며, 1991년도에는신문자료실을별도로설치하 다. 

1992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용

자가가정이나사무실등에서도개인 PC를 이용하여문헌정보를검색할수있는서비스로

서 1988년 CENTLAS(DOS 운 체제의목록작성중심의도서관업무토탈시스템) 개발

에따른목록작성의전산화에서부터추진되었다. 

최초의온라인문헌정보서비스는 1992년 2월 25일데이콤의천리안Ⅱ를통하여제공되

었다. 초기에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발행된학위논문및단행본22만여건에대한문헌

정보를서비스하 으나연차적으로신간도서정보, 1945년에서 1982년 사이에발행된도

서의정보, 고서·서양서에이르기까지문헌정보의범위가확대되었다. 천리안Ⅱ를통하여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정보는 분류(KDC, DDC), 서명(논문 제목), 서명의 키워

드, 학위논문의전공분야, 출판사(학위수여대학), 출판년도(학위수여 연도) 등으로 검색

할수있다. 이외에도전국도서관의이용및행사안내, 주요사업소개등도서관관련정

보도제공되었다. 

1993년도에는 하이텔(HITEL)을 통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정보를 제공하 다.

하이텔을통해제공된초기문헌정보는 40만여종에달하는방대한양으로 1945년도이후

국내 발행 단행본과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이었으며 연차적으로 DB 구축되는 전

장서로제공범위를확대하 다.

천리안Ⅱ를 통한 온라인 문헌정보 서비스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나개인용 PC를이용하여신속간편하게도서정보를검색할수있게함으로써이

용자의편익증진은물론온라인문헌정보서비스의발전에도크게기여하 다.

1994년도에는 7월 18일부터는 주제별 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개가제로 운 하기 시작하

다. 자료의 전면 개가제를 시행하면서 개가 자료에는 자기 감응 테이프를 부착하고 자료

실출입구에는자료의유출을감지하는체크포인트를설치하 다. 

2000년도부터는 주제별 자료실의 개가 자료를 최근 5개년간 발행 자료로 비치하 다.

단행본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어학·문학, 문헌정보학 등으로 주제 구분하여 주제별

자료실에개가하 다. 

정기간행물은발행기관및형태등으로구분하여연속간행물·정부간행물·신문자료실

에, 전자 자료는 디지털자료실에, 고전 자료는 고전운 실에서 개·폐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개가되지않은자료의복본은전자자료를제외하고는모두본관서고에소장하고이

용자가원하는자료는관내대출하고있다. 

소장자료검색은자료실마다검색전용단말기를비치하여온라인검색을제공하고있다.

2003년5월부터는RFID 시스템을시범도입하여이용자의자료이용편의를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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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정보자원서비스

가. 화상정보서비스

1995년도에는국내학술자료화상정보서비스사업의추진에따라소장자료중학술적

가치가높은주요자료의목록정보, 상세목차, 초록및본문내용을DB 구축하여초고속정

보통신망을통하여국내외이용자에게제공하기시작하 다. 기존시스템의기능을확장하

여문자및화상정보를동시에이용할수있는화상정보검색기능을네트워크서버를통해

구현한서비스 다. 이로써관내이용자는국립중앙도서관근거리통신망에접속된멀티미

디어터미널에서정보를검색하고, 국내외의원거리이용자는초고속통신망을통해원하는

자료의목록정보와상세목차및본문내용을검색, 이용할수있게되었다. 

이서비스는단계별로추진되었는데1단계는1995년에운 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본문

내용화상정보시험제작및시험운 을, 2단계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약5만건의소

장박사학위논문등주요자료의본문내용에대한화상정보화완료를, 3단계는2000년이

후부터 DB 구축을통한온라인검색서비스제공을실시하며추진되었다. 

나. 소장자료원문정보서비스

2002년 7월부터는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추진한원문 DB 서비스를확대하 다. 이에

따라 1996년도이전발간주요자료13만책을비롯해1945년이전발간신문, 1945년이전

한국관련외국어자료, 한국고전소설, 고서, 1894년부터 1945년까지의관보, 문화관광부

발간자료, 인문과학분야박사학위논문등총 22만책의원문DB가국가전자도서관홈페

이지와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되었다. 저작권이소멸된자료와저작권신

탁을받은원문자료에대해서는내용출력도가능하게하 다.

2004년에는 이외에 2003년도에 구축한 학회지와 대학 간행물의 기사 색인 18만 건을

추가로 서비스하 다. 기사 색인 서비스에는 기사 초록·기사 목차·원문 정보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소장자료원문정보서비스는사업추진에따라매년확대제공되고있다.  

다. 전자저널원문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도에 KAIST 과학기술전자도서관에서 추진하는 Elsevier

Science 출판사의 전자 저널 컨소시엄 및 MBC University 출판사 컨소시엄에 가입하여

약 1274종의전자저널원문정보를서비스하게되었다. 

전자도서실에서 PDF와 HTML 등의 두 가지 포맷으로 이용하도록 하 으며, 이밖에

SWETS NET에서 제공하는 1만 5000여 종의 저널 목차 검색도 제공하 다. MBC

University는 국, 미국지역등의사회과학및도서관정보학분야를, Elsevier Science

는공학학술지분야의원문을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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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사학위논문원문정보DB 제공

2000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열람용 단말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박사 학위논문

의목차, 초록, 원문정보를 42개대학에제공하기시작했다. 해당대학에서는학위를받은

논문의정보만이용하게하 으며, 저작권자와의협의를통하여인터넷서비스도가능하게

하 다.

마. 민간구축상업용DB 제공

이용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민간 구축 상업용 DB를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실시간으

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01년 3월 5일부터 제공하 다. ‘도서관 정보화 종합 계

획’의하나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공도서관에 1차로 126종의민간구축DB를제공

하 다. ‘사학연구(한국사학회)’,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관광학연구(한국관광학회)’

등의국내학회지 108종, 조선왕조실록과같은한국학자료 18종이었다. 학회지의경우창

간호부터 최근에 발행된 자료까지 결호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후 발간되는 신간 자료도

신속하게갱신되어공급되고있다.

그밖에도 민간업체 구축 상업용 온라인 출판물을 구입하여‘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 서비스는 2001년부터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DB 소

개’에서검색되던것을국가전자도서관을통하여통합검색되도록하 다.   

바. 시각장애인용DB 제공

2004년부터정보격차해소를위한시각장애인용종합목록및원문정보서비스를실시

하 다.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보유한 시각장애인 자료를 종합 목록과 원문

정보로 구축하여 3월 26일부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sigak.nl.go.kr)에서 음성 서비스

를 제공하 다. 이 서비스는 점역 생성기를 활용하여 점자로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원문 DB는저작권법등관련법규에따라장애인인증절차를거친후에사용하도

록하여저작권자의피해를최소화하 다.  

사. 발간자료등서비스

1997년 4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도서관’의 본문 정보를 하이

텔을 통해 제공했다. 발간 부수를 한정한 탓에 구독을 희망하는 일선 도서관과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으나, 1997년도 봄호부터는 원하는 사람들이 PC 통신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표준도서번호 정보도 하이텔과 천리안을 통해서 제공했다. 현

재발간자료는홈페이지상에서원문으로서비스하고있다.

또한국회도서관과의‘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체결에따라 2004년 6월 15일부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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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스템을이용하여국회도서관원문정보서비스를시작하 다.

4. 기타서비스

가. 무선랜서비스

2003년 1월관내외에무선랜서비스를제공하 다. 무선랜카드를장착한노트북또는

PDA 단말기를 가진 이용자가 1층 로비를 비롯한 정보봉사실, 책ㅅㆍ랑(휴게실), 2층 만남의

장소, 사서연수관, 5층 디지털자료실 등과 건물 앞 광장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하 다. 

나. 모바일서비스

2003년 6월 2일부터홈페이지에대한모바일서비스환경을구축하 다. 이용자가시공

간의제약없이휴대전화나PDA를이용하여도서관관련정보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주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중인 도서관 안내, 자료 찾기, 도

서관행사, 학위논문관안내등이었다. 

다. SMS 서비스

2004년 3월 22일에는이용자에게도서관관련각종이용정보를알려주는 SMS 서비스

를시작하 다. 이 서비스는휴대폰의보급과사용이일반화되면서 SMS 기능을이용한각

종정보제공이확산되는추세를반 한것이었다. 주요서비스내용은야간도서예약신청

확인및반납요청메시지발송, 서고자료신청대자료반납요청, 민원에대한답변통보, 우

편복사접수확인통보, 견학신청접수통보, 출판시도서목록(CIP) 관련안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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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서관정보화의추진

1. 도서관정보화의시작

국립중앙도서관은 1976년 2월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

소 이용태 박사에게 자문을 요청하 다. 당시 이용태 박사는 국립중앙도서관 규모의 도서

관업무를전산화할경우 25만달러의예산이소요되고, 자체내에연구부서의설치및전

산화에 대한 실험 계획이 필요하며,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

다. 이어 1976년 4월정부가국립중앙도서관의전산화가능성을검토하면서본격적인사업

착수가 시행되어, 1978년 2월 정부의‘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에 국립중앙도서관 업무가

책정되었다. 

1976년부터시작된국립중앙도서관의전산화계획은 1978년에정부행정전산화계획에

채택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요

원의부족, 예산의부족, 인식의부족등으로전산화계획은쉽게추진되지않았고, 1979년

10월 24일에 이르러서야‘자동화준비반’이 발족되었다. 현규섭(반장) 외 3인의 직원이 요

원으로차출되었고새로운 10개년계획이수립되었다. 

1979년 12월에는‘국립중앙도서관업무자동화자문위원회’를구성·운 함으로써자동

화업무추진상의시행착오를사전에방지하고국가예산상의낭비를방지하는등목표달

성의확실성을기하고자하 다. 

1980년 1월 10일 황천성관장의주재로진행된 1차 회의에는이재철(연대교수), 최성진

(성대교수), 김두홍(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소장), 정필모(중대교수), 박정일(국립중앙도서

관서무과장), 정병완(국립중앙도서관열람과장) 등 자문위원전원과현규섭간사(국립중앙

도서관 사서관), 유자경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전산실 차장), 총무처 정부전자계

산소의장희정, 김 일씨등이참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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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준비반의 노력으로 1980년 2월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이 제정

되었으며, 한편으로는총무처의정부전자계산소가협력하여이포맷을테스트하 다. 1981

년 6월에는테스트결과에따라시정된표준용포맷이다시제정되었고, 계획에따라 1981

년 말에 CRT Terminal의 설치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완전한 실패 다. 모뎀의

설치 등도 문제 으나 무엇보다도 한자의 처리가 정부전자계산소의 기종으로는 불가능했

던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자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1981년에는기기를임대한다는조건으로예산이승인되었다. 준비실에서는기

기의 선정에 착수하 고 우여곡절 끝에 제일정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JEPCOM 4296을

선정하게 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부문의 예산을 절감하고 억제하여 이 기기

를구입, 설치하기로하 다. 

드디어 1982년 8월 5일 JEPCOM 4296이 컴퓨터실에 설치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MARC 시대를알리는청신호가켜졌다. 국가간의전산화된매체의교류에참여하는기틀

이 마련된 것이었다. 더구나 1982년 8월 7일에는 대통령령 제10885호에 의하여 전산실을

설치하는 직제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컴퓨터 시대가 개막되는

첫 테이프를 끊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KORMARC를 적용한 단행본 입력

이 시작되어, 1990년까지 일반도서 8만 2076권, 학위논문 11만 7781권, 아동 도서 1만

1127권을포함한21만 984권등의단행본이입력되었다. 

1982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보급하여 목록의 자동화 처리를 공동으로 모색하

고 도서관 업무 전산화의 표준화와 전국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강

습회를 개최하 다. 제1회 강습회는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건국대학교외42개도서관에서43명이수강하 다.

1983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운 협의회를 발족하여, 4월과 6월에 회의를 개최하 다.

특히 6월 27일개최된 2차회의에서는컴퓨터에의한인쇄카드의배포방법과운 방침에

대한문제점을논의하 다. 이날회의에참석한도서관을대상으로KORMARC운 협의회

회원 가입 신청과 인쇄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받기로 결정하고, 동년 8월부터 인쇄카드의

배포를 시작했다. 인쇄카드는 1990년에 160만 매가 배포되었으며, 회원 수는 대학도서관

48개관, 공공도서관 10개관, 전문도서관 8개관으로총66개기관에이르 다. 

1984년에 개최된 KORMARC운 협의회 총회에서는 인쇄카드 대금 납입 사항, 워크숍

개최 관련, 국립대학도서관의 입 건, KDC 보완, 기타 목록 업무 전산화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동년 7월부터는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도 입력 작업을 시작하 다. 또한 10월

25일에는 KORMARC 회원을 대상으로 검색요어(Thesaurus) 세미나를 개최하 고, 11월

19일에는 25개 인쇄카드 회원 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쇄카드의 합리적인 이용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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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문제에대한평가회를가졌다. 

1985년에는3월 18일부터23일까지6일간36개도서관의43명을대상으로MARC 개요,

KORMARC 해설 등에 대한 KORMARC 워크숍 일반 과정을 실시하 다. 동년 12월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단행본용) 예비노트 보완판을 발간하 다. 이 예비노트는

1983년발간된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의문제점을검토, 보완한것이었다. 

1986년 10월에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관리자 세미나

를서울반도유스호스텔에서개최하 다. 참석인원은 47명이었으며, 강사는숙명여자대학

교의 사공철 교수, 공주사범대학의 현규섭 교수, 한국방송공사의 노정순 선생이었다. 동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실무자를 위한 강습회를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 다. 40명이 참석하 으며, 강습 내용은 전산화 실습으로 입력 전표 작성 요령 습

득등이었다.    

1987년에는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도서관

전산화와 관련된 특별 강습회를 개최하 다. 1월 15일 개최된 강습회에는 관내 직원 및 서

울·경기 지역의 KORMARC 운 협의회 회원 도서관 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나이또 에이스께(內藤衛亮) 일본학술정보센터 교수가 일본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활동

을강연하 다. 

1987년 4월에는 향후 10개년(1988~1997년)에 걸친‘국립중앙도서관 전산화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에 따라 1차년도인 1988년에 대형 컴퓨터 TANDEM

NonStop TXP 202 시스템을 도입·설치하여 가동을 시작하 으며, 이미 축적된 데이터

(1983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15만(万) 타이틀)를 변환(Conversion)하면서

계획의주요사업들중첫번째목표인‘관내토탈시스템(Total System) 완성’을위한업

무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토탈 시스템인‘CENTLAS’를 개통하게 되었다.

‘CENTLAS’의개발로 1989년에는납본관리업무, 등록업무, 정리업무가전산화되었고,

자료 관리를 위한 배가 관리 업무, 업무 참조용 자료 검색 업무도 개발 완료되어 운 중에

있으며각종서지발간업무도개발되었다. 

1990년에는 도서관 정보 전산망 사업을 위해 각종 강연회와 강좌 등을 개최하 다. 1월

15일에일본학술정보센터의학술정보시스템개발을맡고있는미야자와아키라(宮澤彰) 교

수를 초청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강의실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 고, 11월 6일에도 국립

중앙도서관 강의실에서 일본국립학술정보센터 이노세 히로시(猪瀨博) 소장의 초청 강연회

를개최하 다. 

이 강연회에서는 이노세 히로시 소장의‘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an

Overview’를비롯해‘도서관정보전산망사업의현황과전망’(최 복국립중앙도서관전

산실장) 등이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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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는 교육 전산망에 근거하여‘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에 본격적으로‘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1991~1997년 계획)’을 실시하 다.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기본 계획의 기간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총 4개년으로 계획

하 으며, 목표는 사업 기간 내에 국내 120개의 주요 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 정보 유통 기

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도서관 정보 전산망(KOLIS-NET :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Network)’을 형성·가동함으로써 국가 정보 능력의 획기적인 신

장과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며향후전국의중소도서관이모두연결되는국가

문헌정보유통체제구축의기반을확립하는데있었다. 

당시 계획 수행에 필요한 소요 자금 중 전산기기 관련 비용(전산기기 도입비 및 기타 부

대 장비)은 차관으로 충당하고, 전산 기기의 설치는 도입 차관을 집행할 수 있는 1992년부

터실시하 다. 

이에따라국가문헌정보유통체제모형에대한설계지침이세워졌고, 세부사업계획

으로는문헌정보처리표준화, 도서관업무전산화 S/W 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과활용,

네트워크(KOLIS-NET) 형성, 전산기기확장및도입, 운 체제확립, 전문인력확보, 장

서확충지원등이수립되었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을추진하면서이사업을체계적이

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국도서관의전산화실태를조사하 다. 1992년에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 232개관, 대학도서관 305개관, 전문·특

수도서관359개관등총 896개관에설문지를보내모두406통의회답을받았다. 

회답을 분석한 결과, 업무를 전산화하여 운 중인 도서관은 응답 기관의 32%인 133개

관, 전산화 방법으로 패키지를 도입한 기관은 47개관(35%), 자체 개발한 기관은 39개관

(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 정보 처리를 위한 자동화목록법(MARC)을 채택한 기관이

50개관(응답 기관의 66%), 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 보유 현황에서는 주전산기를 47개관

이, PC를 87개관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한편향후업무전산화시사용가능한전산기기를보유하고있는기관은 208개관, 온라

인을통한해외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고있는기관은98개관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을 체계적·발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세미나, 회의, 강습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마다 도서관 전산망에 필요한 세부 사업들을 계획하고 완료해 나갔다. 1992년 12월에는

공공도서관지역센터9개관을선정하여연차적으로전산기기를지원하 다.

1993년에는제1차로 4개지역센터에국산주전산기기인 TICOM을지원하면서 TOTAL

SYSTEM으로 개발된 대형 컴퓨터용 도서관 업무 전산화 패키지도 지원하 고, 이들 시스

템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전산요원과사서요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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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 전국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1991~1995년)의 일환으로 TANDEM

Nonstop Cyclone/R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2월 12일 전산기기를 증설·가동하기 시작

하 다. 이로써전국도서관네트워크를형성하고국내외자료의DB를구축·활용할수있

게되었다.

1993년 2월‘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추진 체제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아래

공공·전문도서관 운 기관과 대학도서관 운 기관을 두도록 조정됨에 따라 7월 5일에

‘공공·전문도서관전산화협의회’와‘공공·전문도서관전산화실무위원회’를 구성

하 다.

1993년 4월 16일 한국컴퓨터주식회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정보관리학회가 후원하는‘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세미나’가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

서‘외국의 전산화 경험과 국내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 방안’을 주제로 개최

되었다.

1993년 7월 8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공공·전문도서관전산화실무위원회’회의가

열린 데 이어 27일에는‘공공·전문도서관전산화협의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

의에서는공공·전문도서관전산화사업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전문도서관운 기관

의 분리 설치 문제, 국내에서 운 중인 시소러스 도입과 활용,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구축

한 전문 분야의 정기 간행물 기사 색인 DB 도입·활용 방안을 검토하 다. 또한 협의회에

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수립한 세부 추진 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전산기기가 지원되는

4개 지역 센터에 필요한 전산요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 으며, 국내 문헌 DB(국립중앙도서

관)과 해외문헌 DB(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로 분리운 되는중앙 DB를일원화하는방안

에대한의견교환을하 다. 

1994년에는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4개관(서울 정독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광주학생독

립운동기념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도

서관정보전산망(KOLIS-NET)이 가동됨에따라전국도서관소장자료목록을어디서나

찾아볼 수있게하 다. 그리고국립중앙도서관에서구축한국내문헌 DB를 수록한 CD-

ROM을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 는데, 처음에는 도서관 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발간, 배포하다가 1995년에 한국도서관협회와 제작·판매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협약을체결하여현재는연 2회신규데이터를추가갱신하여한국도서관협회를통해제공

하고있다. 

또한 1994년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히는

미국 정부 간행물(1982년 이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DB를 구축하 으며, 국립중

앙도서관소장서양도서의 DB를구축하여카드목록과함께온라인으로도목록을찾아볼

수있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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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도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 계획에 따라 도서관정보전산망(KOLIS-

NET)을 지역센터 도서관 24개관(공공도서관 10개관, 대학도서관 9개관, 전문도서관 5개

관), 단위도서관 468개관(공공도서관 121개관, 대학도서관 177개관, 전문도서관 170개관)

의전산망을연결하도록사업을추진하 으며, 공공도서관의운 기관은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운 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추진하 다. 아울

러국립중앙도서관은자체업무전산화를위해소프트웨어를개발하 고, 연속간행물의수

서·정리·검색시스템을개발하고공중정보통신망을통한문헌정보서비스(천리안, 하이

텔)를 확대 실시하 다. 또한 외국 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전산망 연결을 추진하면서 인터

넷등세계주요정보통신망과일본학술정보센터등의전산망과도연결하 다. 

1995년도의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는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실시되었으며, 전국

1060개 도서관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실적과 당해년도 전산화 계획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보면약 45.3%인 480개도서관에서전산화를하고있었으며, 그중 364개

도서관(76%)이 PC를 이용하여 전산화를 하고 있어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투자와 인식이

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내문헌정보처리를위하여MARC를적용하는비율은

평균약84% 으나, 전문도서관은 59%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1996년 1월에는 1989년에 도입한 컴퓨터(TANDEM TXP202)를 반환하고 주전산기

TANDEM Nonstop Himalaya K2002 시스템 및 주변기기를 도입해 전국 도서관의 네트

워크 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가문헌 종합 DB를 구축·활용하 다. 동년 2월 28일에는

도서관 전산망을 위해 구성된 도서관전산화자문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국립중앙도서관 회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996년도 전산화 사업 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개최된 이 회의는

문헌정보학 및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사업’의

관종별 운 기관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이

사업의주관기관인국립중앙도서관의담당자들이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다. 또한 1996년

도에도 도서관정보전산망(KOLIS-NET) 기본 계획에 따라 국내 495개 도서관(공공도서관

132개관, 대학도서관 187개관, 전문도서관 176개관)과 지역센터 도서관 24개관(공공도서

관 10개관, 대학도서관 9개관, 전문도서관 5개관)을 대상으로 전산망 연결을 추진하 으

며, 운 기관및지역센터27개관에네트워크시험운 을실시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헌 목록 정보 55만 건 및 본문 화상 정보

200종 등 국내 학술 자료의 화상 서비스를 실시했고, 보존서고동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21

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2층을 전자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경원

등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자체 도서관 전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 다. 이외에도 표목기술

규칙(標目記述規則) 개발, 비도서자료용형식 KS 제정및기술규칙작성, 전거(典據) 통제

용형식개발및KS 제정등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및표준화도구를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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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개발하 다. 또한국내자료 6만 5000권, 일본서 5만권, 서양서 3만 5000권등소

장자료DB를구축하 고, 분류기호참조용연결테이블활용시스템을개발하고분담목록

시스템, 단행본시스템, 연속간행물시스템을보급하 다.

1997년에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해로 도서관정보전산망

(KOLIS-NET)이 완성되고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전국 주요 도서관 495개 도서관

(공공도서관 132개관, 대학도서관 187개관, 전문도서관 176개관)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데

이타베이스공동구축, 자료검색, 상호대차등으로활용되었다. 

또한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서비스를통한문헌정보서비스를 1997년에도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문헌 목록 정보와 국제표준자료번호(IBSN, ISSN) 정

보, 본문 정보 200종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국가문헌 정보 DB의 구축으로 전국 도서관

349개관 소장 자료 2400만 건의 종합 DB가 구축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신

규자료 12만건, 1945년이전일본서 10만건등전체 152만건)의 DB도구축되었다. 이와

함께 문헌 정보 처리 표준화를 위해 전거 통제, 소장 기관 정보,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목

록(KORMARC) 형식이모두KS로제정되었으며 PC용, UNIX용비도서자료관리시스템

등 도서관 업무 전산화 S/W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교육부, 국

회도서관이참여하여국가전자도서관계획을연구하 다. 연구분야는전자도서관개념정

립, 운 도구 표준화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담 방안 등이었다. 이밖에 주전산기

(512MB) 등 5종 8대에 S/W를 설치하고, 고서(귀중본) 3000책(45만 쪽)의 본문 정보 DB

를구축하는등전자도서관시범사업을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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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7년에는 국민들에게 도서관 정보화 및 관련 시스템 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국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관에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열린 코리아네트

(KRNET 97) 전시회에 참가하 다. 한국전산원, 조선일보사, 디지털조선일보, 한국통신,

한국종합전시장공동주최로열린이전시회는국내컴퓨터네트워크장비및인터넷관련

품목의 전시와 데이터베이스 쇼의 전문 전시로 이루어진 가운데, 공공 부문 전시관이 별도

로마련되어국가의정보화추진성과및정보화정책의대국민홍보와마인드확산의장으

로 활용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개 부스를 설치하고 국내 학술 자료 화상 정보 서비스,

분담목록시스템, 한국문헌목록CD-ROM 등을출품하 다. 

1997년에는또한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의추진과함께관련서버및통신장비를도

입하고, 1997년 말 관내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기존의 Host base 환경에서 C/S 환경으로

의기반을마련하 다. 동년 12월 15일에는도서관전산화자문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본문 정보 디지털화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및 우선 순위를 정했

다. 본문 정보 디지털화 대상 자료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운 효율 측면에서 인문과학 분

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한국 고전류를 채택

하여가능한한텍스트입력, 복사 지양원본직접입력, 200dpi·600dpi 2종으로제작할

것 등을 논의했다. 본문 정보디지털화는 1995년 국내학술자료 화상정보서비스를시작

으로 1997년 국내 주요 도서관(5개관)이 함께 추진한 전자도서관 시범 시스템, 1998년 국

가전자도서관연계사업을통해이어지고있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1976년부터 시작된 관내 업무 전산화를 거쳐 도서관정보전산

망구축사업을추진하고완료함으로써전국을하나의전산망으로구축하는데성공하 을

뿐만아니라앞으로다가올미래도서관을위한기틀도마련하 다. 미래도서관을위해국

립중앙도서관은 정보통신부와 함께‘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사업과 함께 진행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거쳐 도서관 전산망 구축에 이어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

운도서관의모습을갖추기위한미래도서관계획이라할수있다. 

2. 도서관정보화의발전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이 1997년에완료됨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

망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하 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종합 계획을 통하여 능

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정보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설정과체제확립, 그리고중장기발전계획및시행계획을마련하는것이목적

이었다. 1998년 8월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연구책임자를선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3

개월간의연구결과도서관정보망의단기및중장기사업계획을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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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1998년 8월의 직제 개정에 따라 전산실이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업무로 도서관 전산화와 전자도서관 운 활성화를 추진하 다. 이에

따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분담 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정보 관

리및서비스체제를구축해국립중앙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구축계획을진행하며전자도

서관체제를이루었다.

1998년도에는국립중앙도서관소장인문과학분야박사학위논문 6000종, 12만면을원

문정보DB로구축하 는데, 1998년까지의총구축DB량은 1만 3000종이었다. 이와함께

국가문헌정보종합목록 DB, 국가 주요 전자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원문 정보 DB 등을 구축

하 다. 국가문헌정보종합목록 DB 구축을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 구축 문헌 정보 DB 수집

을진행해 50개관 200만 건을구축함으로써 1998년까지총 232개관 1000만 건을구축하

고, 국가 주요 전자도서관과 연계한 원문 정보 DB를 5300건, 본문 정보 118만 면을 DB

화하 다. 또한국립중앙도서관(전담기관), 국회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센터가참여한전자출판시스템및저작권관리시

스템을구축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도서실 운 활성화를 위해 전자정보시스템 기능을 향상시

키고, 1억 2000만원가량의빔프로젝트, 네트워크서버등운 기기를확충하 으며, 도

서·전거통제·소장정보용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KS로제정하 고, 통

합서지데이터용KORMARC를개발하 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의 추진과 함께 1998년 7월 23일 대강당에서 국가 전자도서관 연계

사업공청회를개최해도서관및문헌정보학, 전산관련각계의의견을수렴하 다. 국가전

자도서관사업은정보통신부의정보화지원사업의일환으로이용자들이학술및연구활동

에필요한정보를인터넷의웹사이트를이용하여언제어느곳에서나목록, 초록은물론본

문정보까지체계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개발하는사업이었다. 주관기관으

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며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KAIST과학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참여하 다. 이 공청회는 국가전자도서관 사업과 관

련하여 국회도서관 전산개발과장의 사업 개요, 현대정보기술(주)의 검색 및 저작권 관리시

스템, SGML 및전자출판시스템발표에이어참석자들의질의응답순으로진행되었다. 

1998년에도 1997년에이어제2회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에참가하여도서관정보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도모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KOEX) 1층태평양관에서열린전시회에참여해국민생활관의지식기반코너에전자도서

관시스템을출품하 다.

1998년 하반기에는국립중앙도서관이’98 하반기천리안콘텐츠대상의최우수공익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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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부문을수상하 다. 천리안콘텐츠대상은국내콘텐츠의전반적수준향상을위해주

식회사 데이콤의 PC 통신인 천리안에서 국내 우수 콘텐츠를 발굴·육성·지원하고자 제

정, 시행된것이었다. 

1998년도의 도서관 전산화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620개 도서관 중 847개

도서관이컴퓨터를이용하여도서관업무를처리하고있었다. 이는 1996년도의 689개관보

다 158개관(23%)이 늘어난 것이었다. 또한 전산기기의 보유 현황은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산화하는 기관이 335개관으로 39% 이상의 도서관이 중·대형 컴퓨

터를 보유하고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국 도

서관에서 5735만 2925건을 구축하여 1996년도의 3975만 548건에 비하면 1760만 2377

건(44%)이 증가하 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현황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하

는기관이 649개관, LAN을형성하여기관전체에서비스하는기관이 253개관, 외부기관

까지서비스하는기관이 73개관, PC통신을이용하여공중에게서비스하는기관이 61개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이 186개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는 1996년도의

88개관보다 98개관이더늘어났으며, 본문정보DB 서비스현황을보면 79개관이주요자

료의본문정보 DB를구축하여서비스하 다. 도서관전산화예산은 366억원으로조사되

었는데, 1996년도의 355억 원에 비하면 11억 원이 증가하 지만, 1997년도에 전산화된

158개관을감안한다면단위도서관별전산화예산은감소된것이었다.

1999년에는 관내 통합정보시스템인 KOLIS 개발에 따라, 이를 운 하기 위해 UNIX 운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웹·Firewall·개발용 서버 등 Enterprise급 서버 시스템과 중

형 서버·네트워크 장비들을 도입하여 관내 이용자 및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

은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윈도우즈용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인‘KOLIS’를 개통하고,

국가전자도서관 연계 사업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도서관 정보화와 전자도서관 운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전자도서관 DB 구축 사업은 199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문헌정보학 전공자 등 652명을 고용하여 진행되었으며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

를 통하여국립중앙도서관소장주요자료원문정보 DB 구축 2만 6948책 400만 면을구

축하 으며, 공공도서관 구축 문헌 정보를 국가 DB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오류 데

이터 200만 건을 수정하 다. 그리고 국가 전자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

운 및 보급을 실시하 고, 3월부터 문화관광부 발간 자료 등 본문 정보 56만 면에 대한

본문정보서비스를실시하 다. 또한 1998년에이어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중인문과

학분야박사학위논문등 5만 9204책(종) 749만 8900면을 DB화하 고, 10월부터는원문

정보DB 서비스를실시하 다. 

이어 윈도우 체제의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 관리 시스템 운 을 위한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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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KOLIS를 개발 완료하고, 시스템 운 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

한후 1999년 10월부터가동을시작하 다. 

이밖에 1999년도에는 2000년대의 연도 표기 문제(Y2k)와 관련하여 KOLAS 프로그램

(PC용 및 UNIX용)을 수정하고구축된데이터의연도변환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

다. 아울러 문헌 정보 처리 표준화 기법 개발 및 KS 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

년에는 전거 통제용, 소장 정보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과 고서용

KORMARC 형식이 KS로 제정되었고 기술규칙도 제정되었으며, 단행본·연속간행물·비

도서자료·고서등통합서지용KORMARC 형식도개발되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는 국가전자도서관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국내 7개 주요 도서관이 연계해 통합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인터넷상에서 자료의 목록·

초록·목차는물론본문(SGML, 이미지)까지원스톱으로검색, 열람, 출력할수있는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서비스 다. 479만 건의 목록 정보와 196만 면의 본문 정보가 대

표 홈페이지(www.dlibrary.go.kr)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이 서비스에 따라 사용자는 한

번의질의어로 7개기관에서구축한정보를동시에검색출력할수있을뿐만아니라, 국내

외의전자도서관자료도검색할수있게되었다.  

한편 1999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린 제3회 정보화

추진 종합 전시회에 참여하여 특별기획관으로 마련된 뉴 레니엄관에 국가전자도서관을

출품하 다. 

아울러 1999년도에는국립중앙도서관이PC통신에제공하는‘문헌정보’가 1/4분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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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IP상을수상하 다. ‘우수 IP(Information provider)상’은국내우수 IP를 홍보하여

정보수요의촉진및사업의욕을고취하고자 6개 PC통신사가주관하고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조선일보사·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며 정보통신부가 후원하여 공익, 전문,

생활, 오락 부문 상을 분기별로 시상하고 연말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하는 시상 제도

이다. 우수 IP 선정은 각 PC통신사가 이용자(네티즌)들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고, 우수 IP

선정위원회에서위원별로평가한평가표결과를종합하여상위제품을선정해시연회를거

쳐최종선정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문헌정보는 1998년하반기천리안에서시행한콘텐츠

대상공익부문을수상한경력과함께천리안에서추천하여수상하게되었다. 

1999년도의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 1770개도서관중963개

도서관(54%)이컴퓨터로도서관업무를처리하고있으며, 이는 1997년 847개관보다 116개

관(14%)이 늘어난 수치 다. 전산기기는 PC-Server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기관이 639

개관(전체의 66% 차지)으로집계되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은전국도서관에서 1억 250만

6745건을구축하여 1997년도의 5735만 2925건에 비해 4515만 3829건(79%)이 증가하

다. 데이터베이스서비스현황을보면인터넷으로서비스하는기관이279개관으로, 1997년

도의 186개관보다93개관이더늘어났다. 또본문정보DB 서비스는 1997년의 79개관보다

32개관이더참여하여111개관이주요자료의원문정보DB를구축하여서비스하 다. 전문

인력은1343명으로1997년의 1538명에비하여195명이감소하 다. 전산예산은345억원

으로조사되었는데, 1997년의 366억원에비하면 21억원이감소한것으로 1998년도에전

산화된116개관까지감안한다면단위도서관별전산화예산은상당히감소되었다. 

2000년 3월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화종합추진계획’을수립해국무회의에보

고하 다.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사

회의조성을위한계획에따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디지털환경(H/W) 조성과프로그

램(S/W) 및콘텐츠확충에주력했다. 또 2003년이후에는‘안방도서관시대’구현을위해

힘쓰는 한편,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디지털 정보 공급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으로 프랑스,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 다. 아울러 3월에

는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 하기위해기존의 SUN Enterprise 4000 시

스템을 SUN Enterprise 6500 시스템으로확장하 고, 12월에는추경예산으로네트워크

공사를 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관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기가(Giga)비트를 지원하는

네트워크환경구축의발판을마련하 다.

2000년도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결과는조사대상 2050개 도서관중 987개 도

서관이 컴퓨터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1999년보다 24개관이 늘어났으며, PC-

Server 이상의컴퓨터를보유한기관이 665개관으로집계되었다. 목록데이터베이스는전

국 도서관에서 8807만 9923건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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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은 341개관으로 1999년보다 62개관이 늘어났으며, 주요 자료

의 원문 정보 DB 서비스는 1999년보다 71개관이 더 참여한 총 182개관에 이르 다. 전문

인력은 1286명으로 1999년의 1343명에 비해 56명이 감소하 으나, 전산 예산은 1189억

원으로 1999년의 345억원에비해300% 이상증가하 다. 

2001년 8월부터 11월에는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 경량화, 민간 상용 DB 통합검색시스

템, 목차·초록 시스템,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시스템(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

등을 위한 SUN E3500 및 HP N4000 등의 서버 장비와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약 7TB를도입하고, 관내 LAN 환경을기가비트네트

워크를 지원하도록 물리적·논리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완전히 해

소하여보다향상된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특히‘도서관 정보화 종합 계획’(2000~2002년)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구축사업을전담하여 2001년부터진행하 다. 이사업은지역주민들이언제어디

서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400여 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

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2001년 9월 8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주관사업자로 선정

된수행업체와함께3단계로사업을추진하 다. 1단계는 2001년 9월 8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지방비를 확보한 14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02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5개관을 대상으로, 3단계는 2003년 8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99개관을 대

상으로디지털자료실을구축하 다.

이사업에는약 695억원이소요되었는데, 주로자료관리용·멀티미디어용·WEB용·

보안용 서버 및 기타 주변기기·국고 대체 품목 등의 하드웨어와 CD 통합 검색 및 관리·

통합 운 관리·하드디스크 관리·불법 사이트 접속 방지·바이러스 예방/백신·보안 관

리(방화벽)· 한/일한 자동 번역기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고, CD 콘텐츠 서비스 구

축 등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 다. 특히 2차 구축 사업 중에는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 고, 16개 지역대표도서관에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

사업을시범사업으로구축하여유비쿼터스초기환경구축에기여하 다.

2001년도 3월에는 총 2209개 도서관(공공도서관 370개관, 대학도서관 377개관, 전

문·특수도서관246개관등총 953개도서관)을대상으로전산화현황을조사하 다. 조사

에 따르면 대상 도서관들의 전산화 현황은 공공도서관 98%, 대학도서관 80%, 전문·특수

도서관 20%순이었다. 전산기기보유는공공도서관과전문·특수도서관의경우 PC가각각

34%, 44% 고, 대학도서관은 60%가 주전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적용 MARC는 국내

자료에서는관종을불문하고 KORMARC이 절대우위를차지했고, 국외 자료의경우대학

도서관은 USMARC 사용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총

9620만 8929건이었으며, 소장 자료의 본문 디지털화는 학위논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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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개관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보

다 50개관이더참여한총 232개관이주요자료의원문정보 DB 서비스를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전문인력은 1060명이며 2001년도전산예산은484억원으로집계되었다.

2002년에는시각장애인들을위한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추진하여정보빈부격차

및 기회 불균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 다.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표준안인 WCAG

1.0(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을기반으로, 수차례의의견수렴을거쳐

사용이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시각장애인들의편의성을최대한고려하여개발하 다.

2002년 5월부터 9월에는주요시스템의사용자가급증하고각종DB 데이터가확장됨에

따라방화벽시스템의이중화와주요데이터의실시간백업환경을구축하는등도서관전

산시스템의안정적운 을위한장비및소프트웨어를도입하 다.

한편 2002년부터는 도서관 전산화 현황 조사에 Web(http://www.nl.go.kr/search/

report/survey_1_start.php) 설문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문 응답을 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동년 3월에

2119개 도서관을대상으로조사하 으며그중공공도서관 370개관(88%), 대학도서관 377

개관(86%), 전문·특수도서관 297개관(24%) 등총 1044개도서관(49%)이조사에응했다.

조사 대상 도서관 중에서 PC-Server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기관은 805개관(77%)으로

집계되었으며, 목록데이터베이스는 1억 1480만 8769건을구축하 다. 또한 475개관이목

록데이터베이스를인터넷으로서비스하 으며, 소장자료본문내용을디지털화한도서관

은318개관으로조사되었다. 

2003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중인 원문 데이터와 각종 소장

자료의목록을구축한 DB 데이터등자료의특성및시스템운 현황을고려하여약 7TB

의신규저장장치를도입하는등스토리지환경을재구성하 다. 또노트북이용자를통한

바이러스 유포 등 관내 네트워크에 악 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안

정성을확보하고자방화벽등네트워크장비를도입하 다. 아울러약 2000여점의비도서

자료매체변환사업으로인해신규구축된VOD 데이터의관리및효율적인서비스를위해

약3TB의저장장치를도입하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주요 자료의 유니코드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관내 자료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단계별 변환 작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

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다. 동년 12월에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한 관내 회

의 및‘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위원회’자문 회의를 개최하 다. 이 자문 회의에서‘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활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 이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 개발 강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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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DB 구축의 중복 문제 해결 방안, 원문 DB 구축 대상 자료의 기준, 디지털 자료의

동시 납본 등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을 반 하여

2004년도서관정보화사업을추진하 다. 

2003년 3월 전국 도서관 전산화 현황 조사에는 총 1951개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431개

관(95%), 대학도서관 398개관(90%), 전문특수도서관 344개관(33%) 등 총 1173개도서관

(60%)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총 1173개 도서관에서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PC-Server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기관은 908개관(77%)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1억

5248만 6363건의 목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563개관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 본문 내용을 디지털화한 도서관은 235개관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여러대의서버에분리운 되던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을통합운 하기위

한대형서버와대용량원문데이터, 각종소장자료저장을목표로2003년도에도입한스토

리지를효율적으로운 하고자스토리지관리솔루션을도입·설치하 다. 또한방대한양

의원문데이터를안정적으로백업하고자대용량DVD Jukebox를도입해백업환경을구축

하 고, 관내의 다양한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대역폭 관리 장비

(QoS: Quality of Service)를도입하 다. 이로써국립중앙도서관의핵심온라인서비스중

의하나인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안정적인운 환경구축이일단락되었고향후전체시

스템의통합운 환경구축을위한기반을마련하 다.

한편 2004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KOLIS)

구축 수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단위 업무별로 수행하 고, 학

술정보콘텐츠의다양화및대국민정보서비스확대, 시각장

애인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서비스 확대, 도서관정보화시스템

확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

다. 아울러 지식 정보 표준화 도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KORMARC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하 고, 고문서용

KORMARC 형식(안)을 개발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 서지용 KS 제정 및 매뉴얼과‘도서관업무전산화’시리

즈(28집, 해외 국립도서관의 웹 정보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집)를발간하 다. 

2004년 7월부터는‘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기초 연구’

용역을 실시하 다. 이 연구는 디지털 유산 자원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방안을수립하고, 국가적차원으로진행되는국립디

지털도서관 준비 작업의 내실화를 위해 약 5개월간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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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기초 연구’는 연구 결과 보고서로 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

은 디지털 유산 보존 국내 현황 및 협력 틀 구축 방안,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 정책

방안, 디지털납본제도방안, 디지털예술보존방안, 디지털 상음성자료보존방안, 국

내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 연구 등이었다. 이 보고서를 관련 도서관 및 유관 기관 250개 처

에배포하여업무에활용될수있도록하 다.  

2004년 11월 4일에는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정보트러스트센터가공동주최하고국립중

앙도서관이 후원하는‘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포럼’을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개최하

다. 이 포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디

지털유산보존에관한기초연구’성과를토대로하 다.  

2004년 7월에는 총 1946개 도서관을대상으로도서관전산화현황을조사하 다. 그중

공공도서관 425개관(89%), 대학도서관 391개관(89%), 전문·특수도서관 349개관(33%)

등 총 1165개 도서관(60%)이 조사에 응하 다. 총 1165개 도서관에서 당해년도 전산화 실

적으로 PC-Server 이상의컴퓨터를보유한기관은 929개관(80%)으로집계되었으며목록

데이터베이스는 1억 6185만 9463건을 구축하 다. 또한 602개관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 본문 내용을 디지털화한 도서관은 31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이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화사업에만전을기하는한편, 외부컨설팅전

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도서관 정보화 사업 시스템을 점검하 다. 이에 따라 2004

년 12월 21일에 한국전산감리원에서‘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컨설팅’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연구는 2003년도에 한국전산원이 도서관 정보화 사업 평가를 실시하면

서지적한사항을보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지식정보센터로서의역할에대하여향후합

리적인 개선 및 추진 방안 등을 도출해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직 혁신

및구성원의역량, 지식정보자원관리, 정보화기반, 대국민서비스역량등을분석하고, 향

후에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 북한과의 협력 사업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에맞는콘텐츠를선정·구축할것, 국무총리산하및문화관광부외청과같은독립기관으

로승격하여도서관정보화사업을주도할것, 관내부속연구소설립및혁신적인인재등

용을위해전문직을계약직으로채용하여활용할것등이제안되었다.

제2절 국가전자도서관의구축·운

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은문화관광부의‘문화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따라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제1단계구축사업은 1995년에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국내학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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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보 서비스’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문헌 목록 정보와 학술 자료 200종의 원문을

DB로 구축하여, 1996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KAIST 과학도서관등이함께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을개발하여고서귀중본, 입법부발

간자료, 국외취득박사학위논문등참여기관의주요자료 52만 5049면의원문을 DB로

구축해 1997년 11월부터인터넷을통해서비스하 다.

이어 1998년에 국내 주요 7개 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단계 구축 사업으로‘국가전

자도서관 연계 사업’을 추진하 다. 이 사업에 따라 전자도서관 시범 시스템을 보완, 확장

하고전자출판시스템, 저작권관리시스템등을개발하 다. 또한 1945년이전발간관보등

참여 기관의 주요 자료 118만 면의 원문 DB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내 주요 도서관

소장 자료의 목록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통합

전자도서관체제를구축하 다.

이후 2001년에 국가전자도서관 경량화 사업을 완료했고, 2002년에는 시각장애인용 국

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 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단위 사업별 확장·개선

사업으로정보시스템을확대구축하며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 다.

1. 화상정보시스템

화상정보시스템은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공공 응용 서비스 개발 대

상과제로선정된사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소장자료중학술적가치가높은주요자

료의목록정보, 상세목차, 초록및본문내용을초고속정보통신망을통해국내외이용자

에게제공하기위해화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 다.

이에 따라 문자 정보와 화상 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상 정보 검색 기능을 네트

워크 서버를 중심으로 구현하 다. 또 관내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근거리 통신망의 멀

티미디어터미널에서정보를검색하고, 국내외의원거리이용자는초고속정보통신망을통

해원하는자료의목록정보와상세목차및본문내용을검색, 이용할수있도록하 다.

화상정보시스템 사업은 1단계로 1995년에 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문 내용을 화상

정보로 시험 제작하여 시범 운 하 다. 당시 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단말기에서뿐만 아

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천리안·하이텔 등 공중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소장 자료의 목록

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 다. 2단계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소장하고있는박사학

위 논문 및 주요 학술지 등의 본문 내용 약 4만 5000건을 화상 정보화하 고, 3단계인

2000년부터본문내용에대한화상정보DB를구축하고서비스를확대하 다.

2. 전자도서관시범사업

전자도서관 시범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1996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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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전담 기관으로 한국전산원, 주관 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

롯해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공

동참여했다.

전자도서관시범사업은학술연구활동에필요한정보를인터넷의WWW로서비스함으

로써전국민에게언제어느곳에서나목록정보는물론초록, 본문(Full-Text)까지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가상 도서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업

참여기관이각각구축한특정고유정보(저작권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구축한문

헌정보)를단일창구에서공유할수있게하고있다. 이사업은도서관간본문정보DB 구

축 대상 자료를 조정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제 표준을 적용한 정보 검색 표준 프로토

콜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국가 표준을 유도하며, 주요 전자도서관의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거두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통신부에서 총 소요 예산 12억 원을 지원받아, 1996년 11월부터

1997년6월까지전자도서관시스템구축과서비스개발을마치고1997년7월부터시험운

에들어간다는방침을세웠다. 이에따라1997년4월21일대강당에서전자도서관시범시스

템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여도서관및문헌정보학, 전산등관련각계의의견을수렴했다.

또공청회개최후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를중심으로국가전자도

서관구축기본계획(시안)을작성하여1997년6월말이를재정경제원에제출하 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은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1997년도 예산을

배정했다.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 계획(시안)은 3개 기관의 계획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7년 8월 말까지주전산기를보유하고있는전국도서관의전자도서관구축을포함하여

진행한다는방침아래전개되었다.

이와같이단계별로진행되어온전자도서관의시범시스템개발이완료되자, 전자도서관

시범 사업의 전담 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 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과정은 1997년 8월 19일

전자도서관 시범사업협의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감리, 보고

서검토회의, 보고서작성등의절차로수행되었다. 감리결과시스템공급자는개선요구

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작성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시스템을수정·보완하 다.

수정·보완된 전자도서관 시범 시스템은 1997년 11월 25일 시연회를 갖고 서비스에 들

어갔다. 이 시스템은 국내의 주요 도서관 5개 관이 인터넷으로 연계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이용자들이직접도서관에가지않고도원하는정보를검색, 열람, 출력할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익숙한 WWW 환경에

서 운 되며 본문 정보는 본문 형태에 따라,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뷰어로, SGML 문서는

SGML 브라우저를사용하여볼수있도록개발되었다. 또한 각종데이터베이스검색을위

한표준프로토콜이 Z39.50을기반으로검색시스템이개발되었고, 데이터의기본문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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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을 사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표

준화된신기술을적용하 다.

1998년에는이렇게구축된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을바탕으로법원도서관, 산업기술연

구원이추가로참여하는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을추진하여데이터베이스의확대

와 대상 자료의 분야를 다양화하 다. 이 사업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주관 기관으로 국회

도서관, 법원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KAIST 과학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첨단학술정

보센터가공동참여하 다.

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은 19억 6000만원의예산이소요된가운데, 각분야별로

특성화된전자도서관간의상호연동서비스및분산데이터베이스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

표로추진되었다. 이로써먼저구축된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을보완및확대하여전자도서

관의국내모델을제시하고해외유수의전자도서관과연동서비스체제를구축했다.

주요 개발 내용은 Z39.50 검색시스템, SGML 응용시스템(브라우저, 편집기, 변환기

등), 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시스템, 저작권관리시스템, 전자출판시스템등으로전자도

서관시범사업에서구축된 52만면과새롭게구축된 118만 면을포함한총 170만 면의본

문정보를서비스하게되었다.

1998년 7월 23일국립중앙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공청회에서는검색및저작권관리시

스템, SGML 및 전자출판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폭

넓은의견을수렴하 다.

또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998년 10월 20일에서 31일까지‘지식 국가를 여는 문

화의힘’을주제로국립극장에서열린문화의날기념전시회에‘국가전자도서관’을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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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시회는지식정보사회로이행되는세계적조류에따라 21세기를주도적으로이

끌어 가는 원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과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 미래 지식 문화 산업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국가전자도서관’뿐만 아

니라특허전산화, 상 산업실험 화, 애니메이션, 산업디자인, 관광산업, 초고속정보

통신망등이함께전시되었다.

한편 공청회를 거쳐 국가 주요 전자도서관 연계 사업이 완료되자, 1999년 5월 1일 국내

7개주요도서관이연계해통합전자도서관을구축하여인터넷상에서국내최대규모의전

자도서관서비스를개시했다. 이시스템은기존의전자도서관시범사업을보완, 확장한것

으로 479만 건의 목록 정보와 196만 면의 본문 정보를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했다.

이에따라사용자가한번의질의어로 7개기관에서구축한정보를동시에검색, 출력할수

있을뿐만아니라국내외의전자도서관자료도검색할수있게되었다.

주요서비스내용을보면국립중앙도서관은구한국및조선총독부관보와조선총독부발

간한국관련귀중본, 한국고전백선, 문화관광부및소속기관발간연구보고서등을제공

했으며,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발간 자료, 정부간행물 등을 제공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은 석·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 논문,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주요 학회지 논문, 과학

기술부 정책 자료 발간물 등을 제공했다.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 법원도서

관은법학자료와민사재판의제문제등각종법관련자료를, 산업기술정보원은산업기

술 분야의 잡지 및 연구개발 보고서를, 첨단학술정보센터는 각종 학회지 정보를 인터넷으

로제공하게되었다.

3. 국가전자도서관확대구축

2001년 6월부터 11월까지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성능을이용자편의에맞추어개선하

는경량화사업을추진하 다. 주관사업자로LG-EDS가선정되어국가전자도서관참여기

관 DB 통합 검색 성능 향상, 검색 시스템의 향상,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개선과 원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원문 저작권 정보

관리기능개발, 민간상용DB 통합검색기능개발등을추진했다.

이시스템의구축으로인터넷을통해수많은전자도서관들의통합검색을더욱편리하고

신속하게할수있게되었으며정보이용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었다. 아울러저작권자

의저작권보호기능을개발해국가전자도서관이정보화사회에걸맞는전자도서관으로거

듭날수있도록했다.

2001년 1월 21일 국가전자도서관의경량화된시범서비스가실시되었다. 시스템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단계도 최소화하고, 원문 보기를 위한 이미지뷰어만 다운받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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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원문 정보 DB 10만 8130책(3429만

2102면)을구축한데이어, 2001년에는 3만 1178책(927

만 494면)을 구축하여 콘텐츠 확충에 박차를 가했고,

2002년 3월부터 원문 정보 4만 7062책(1714만 7300

면)을추가로구축하여 12월부터서비스를하 다.

2003년에는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자동화기능및

정보활용자의눈높이에맞추어시스템환경을최적화하

고, 텍스트원문을시각장애인에게서비스하기위한정보

화환경및기반을확장해나갔다. 이에 따라 2003년 11

월부터대내외서비스를실시하고, 원문정보2만4162책도구축하여지속적인원문디지털

화와사용자인터페이스환경개선에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 다.

2004년에는참여기관별로상이한검색방식, 원문포맷, TOC(Table Of Contents), 데

이터전송방식, DRM(사용자인증, 과금방식, 암·복호화등)에대한표준화방안을위해

참여기관및국외현황분석, 국제·산업계표준조사, 최신기술동향등을분석하고통합

검색, 원문 포맷, TOC, 데이터전송, DRM 기술 적용에있어표준화방안및공통 API 개

발및통합뷰어개발방안등을수립하는등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하 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전자도서관을통해원문정보서비스를함에따라저작권문제가

대두되면서저작권법과관련해많은세미나를개최하여의견수렴을했다. 2004년 2월 24

일에는 개정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도서관에서의 보상금 제도와 관련해 과금 장치 관련

21개 업체가참여한가운데설명회를개최했다. 참석자들은통신모듈내의함수는기본적

으로 ReadFeedData, WriteFeedData 등 2가지로하고, 함수 내부의구현에관해서는업

체 자율에 따라 개발해 그 결과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며, 함수 인자 및 함수재부

암·복호화에대해서는업체간협의를통해방안을강구하여그에따른통신모듈을개발

하기로의견을모았다.

2004년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맺은 도서관

을 대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 330개 관의 도서관에서

저작권자료의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관외서비스환경개선과함께고

서 2만 3987책, 고문서 5576면, 고지도 2262면, 시각장애인원문 846책등원문정보디지

털화도연차계획에의해다양하게추진, 정보시스템고도화에주력하고있다.

4. 시각장애인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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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2003년 1월부터는시각장애인용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여정보소외계층에대

한정보서비스기회를확대하 다. 사이트구축주사업자로는 LG CNS가 선정되어 2002

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총사업비 5억 9300만원을들여시각장애인국가

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의3개사이트를구축했다.

2003년 구축한 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표준안인 WCAG1.0(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을 기반으로 하여 수차에 걸쳐 관련 단체 및 시각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모든 메뉴에 단축키를 두어 그동안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하는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저시력

인들을위한화면및문자확대·축소기능, 색상지정등장애인스스로다양한화면을구

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전맹자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주요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대한정보를화면읽기프로그램을통해음성으로들을수있도록하 다.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은참여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

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다양한 데

이터베이스를통합검색할수있으며, 검색된도서들의서지정보(간략및상세정보)를 조

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2004년 3월 26일부터 시각장애인 원문 정보 DB를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역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

근성을크게강화시켰다.

제3절 데이터베이스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1976년업무전산화에따라자료의목록정보DB 구축사업을추진하

다.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입수 과정부터 목록, 자료 찾기, 대출 및 장서 관

리, 서지발간등도서관업무의토탈시스템을완성함으로써업무의수행프로세서에따라

효율적으로 목록 DB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목록 정보 DB를 이용해 전

국도서관의DB 구축을지원함으로써자료의중복입력에따른인력과예산을절감하고전

국도서관의국내문헌DB를신속히구축하는효과를거두었다.

1994년에는대학도서관과학위논문DB를공동으로구축·활용하는‘학위논문DB 공동

구축사업’을추진하 다. 이 사업은대학에서학위논문을납본할때학위논문의서지사항

이 입력된 데이터를 플로피디스크 또는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 제출하는 것이다.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국내의 1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산화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85개 대학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 다. 또한 52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

상으로 199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및 PC용 도서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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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패키지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1994년부터 전기

분 학위논문은 5월, 후기분은 11월에 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고, 국립중앙도서

관은이DB를통합하여참여도서관에제공하게되었다.

당초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헌 정보 DB 공동 구축은 도서관망을 형성하여 온라인(On-

line)에 의한분담목록으로추진할예정이었다. 그러나학위논문수가급격히증가함에따

라신속한문헌정보의제공과자료의활용이이루어지지않아도서관망형성이전오프라

인(Off-line)으로DB를공동구축하는계획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학위논문 DB가 공동으로 구축됨에 따라 학위논문 정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

뿐 아니라 문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료를 조기에 활용하게 되어 대학도서관의 전

산화를 촉진하며 도서관 전산망 구축을 앞당기게 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로 한국 문헌의 목록 정보(일반도서와 학위논문 목록 정보)를 수록한 CD-ROM을 제작해

배포하 다. 이 CD-ROM은연간 2회신규데이터를추가갱신하 으며 1997년부터한국

도서관협회를통해판매했다.

한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 전산망

을 통해 전국 도서관 문헌 정보 공유의 기본 자원이 될 국가문헌종합목록 DB를 구축하기

시작하 다. 이에따라 1997년 9월에국립중앙도서관목록정보를국가 DB화하 고, 11월

부터는공공도서관지역센터구축 DB를추가하여전국주요도서관을연결하는문헌정보

DB의공동구축및활용을본격화하 다. 또이를기초로전국도서관소장자료정보를알

려주는국가자료종합목록DB 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화근로사업에 배정된 정보화촉진기금 50억 원을 투입하여 IMF

이후 고학력 실업자들을 적극 활용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4개월간 국가문헌

종합목록DB 200만건의목록정보를구축하 다. 

한편 2000년 3월대통령의지시에따라문화관광부에서는‘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정보화 종합 계획에 따라‘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국

가자료목차정보DB’, ‘주요자료원문정보DB’, ‘기사색인및초록정보DB’등 4개의축

으로사업을추진하 다.

도서관정보화 2단계 DB 구축은 55억원의예산을투입해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국

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 150만 건, 국가자료목차정보 DB 구축 18만 책, 주요 자료 원문

정보DB 구축 475만면등을추진했다. 이가운데국가자료종합목록DB는 2001년 5월 15

일 개통하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고, 국가자료목차정보DB는목차시스템이완료된2001년 10월에서비스를실시하 다.

이처럼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에의한 1, 2단계도서관정보화DB 구축에이어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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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확충을위해2002년이후에도네개의축에대한DB 구축을지속적으로하고있

다. 또 2001년에 70만건의연속간행물권호정보DB를구축한데이어, 2002년에는 60만

건을구축하여총3만2936종 130만건의연속간행물권호정보를구축하 다. 아울러주제

명표목표20만용어DB 구축을추진하여학술지및연속간행물의자료검색및접근을쉽게

할수있도록했으며검색의효율을높 다. 또한DB 구축사업공정의일관성유지및양질

의DB 구축을위해목록·목차·원문DB 사업을 대상으로표준공정을수립하 다. 

이어 2003년에는그동안꾸준히추진해온종합목록, 목차정보, 원문정보 DB 구축의

계속사업과함께비도서자료 4000점에대하여디지털화또는매체변환사업을추진하

다. 이는 동 상 디지털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으로 도서관계에 디지털 도서관을 선도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특화 원문 DB의 개발 구축 및 2차 서지 DB의 고품질화 등

구축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확충의 고도화를 계획하 다. 아울러 정보화 소

외 계층을 위한 DB 및 특화 DB 구축에 중점을 두어 17억 원의 예산으로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각장애 원문 정보 DB 1500책의 구축을 완료하고 시각장애 종합 목록 DB 9만

건을구축하여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을확대시켰다.

이와같이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화DB 구축을통해종합목록·목차정보·권호

정보·원문정보콘텐츠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기사색인및초록정보DB 구축, 비도서자료

매체변환DB 구축,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DB 구축, 시각장애인용원문정보DB 구축

사업등을추진하여명실상부한디지털시대지식정보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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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료
900만 건 50만 건 150만 건 300만 건 100만 건 160만 건 1,660만 건

종합목록

시각장애인
- - - - 9만 건 2만 건 11만 건

도서관종합목록

시각장애인용
- - - -

1,430책 846책 2,276책

원문 정보 521,121면 306,421면 827,542면

주요 자료 85,074책 108,000책 31,000책 47,000책 23,000책 28,114책 322,188책

원문 정보 14,761,365면 34,292,102면 9,255,000면 17,147,300면 7,971,000면 3,528,461면 86,955,228면

목차 정보 20만 책 35만 책 22만 책 14만 책 6만 5,000책 11만 6,000책 109만 1,000책

기사 색인 - - - - 18만 건 18만 5,000건 36만 5,000건

권호 정보 - - 24만 책 14만 책 - - 38만 책

(완료) (70만 건) (60만 건) (130만 건)

비도서 DVD 4,000점 DVD 4,000점

매체 변환 (VOD 2,000점) (VOD 2,000점)

구 분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누 계

[도서관 정보화 DB 구축 현황]                                                     

도 서 관 정 보 화 D B  구 축 실 적

creo




1. 국가자료종합목록DB

가. 국내문헌DB 구축지원

1993년부터국립중앙도서관은전국도서관의국내문헌DB 구축을지원하 다. 이는전

국 도서관이 소장한 국내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중복되는 자료는 KORMARC 데이터

를 반입하여 구축하고, 그외의 자료만 소장 도서관이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중복입력에따른인력과예산을절감하고전국도서관의국내문헌DB를신속하게

구축하여제공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목록 DB 구축지원대상은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KOLAS)를 공급받은 655개도서

관으로, 전산화 패키지 공급의 경우 관종별로 구분하여 공공도서관을 먼저 지원하고 대

학·전문도서관 순으로 지원하 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부터 1992년까지

발행된 소장 국내 문헌 중 단행본에 대한 책자 목록을 작성해 신청 도서관에 배포했다. 전

국 도서관이 이 책자 목록을 검색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제어번호를 플로피디스크에 수

록해다시국립중앙도서관에보내면, 국립중앙도서관은제어번호에대한KORMARC 데이

터를플로피디스크에수록하여송부하 다.

이와같은지원으로전국도서관은데이터를입력하는일을 50% 이상덜게되어국내문

헌 DB가 조기 구축되어 전국 도서관망 형성도 앞당기게 되었다. 또 미납본 자료를 파악해

국가문헌을망라적으로수집하는성과를거두었다.

나. 국가자료종합목록DB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행정부처 자료실의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 데이터를 제공받아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에 업로드하고, 오류와 중복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

은데이터를처리하여국가DB를구축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국자자료종합목록 DB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http://www.nl.go.kr/kolisnet/index.php

에서, 도서관등의기관에서는KOLIS, KOLASⅡ통합형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서서비스

하고있다.

2. 국가자료목차정보DB

국가자료목차정보 DB 구축 사업은 2000년 3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가 다량의 문헌 정보 중에서 적합한 문헌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

한 정보 서비스를 목록 정보뿐만 아니라 목차 정보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문헌

정보에대한폭넓은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목차정보 DB 구축대상자료는원칙적으로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전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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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백과사전, 인명록, 용어사전등목차가본문내용파악에도움

이 되지 않는 자료나 소설류(장편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단일 작품의 경우에는 목차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목차 정보 DB는 내용 목차 구축을 원칙으로 텍스트 파일로 구축하

는데, 2005년까지는 KSC5601을 준수하여구축하고 2006년 사업부터는유니코드로구축

할예정이다. 또 국립중앙도서관목차입력기술규칙을적용하여목차정보 DB에대한표준

화를유도해가고있다.

한편 2004년 3월부터국내도서관들이국립중앙도서관이구축한목차정보를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목차 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하 다. 목차 정보 다

운로드는 2004년 3월 전국도서관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후실시하 다. 목차 정보

의전국적인활용은 DB 구축의중복투자를방지해국가예산및인력절감을도모하고이

용자의정보접근을획기적으로높 다.

목차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및 국가전자도서관(http://

www.dlibrary.go.kr),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l.go.kr/

kolisnet)를통하여안방까지서비스하고있다.

3. 주요자료원문정보DB

주요자료원문정보DB 구축사업은정보의검색과접근을쉽게하여전국민이신속하

게지식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고정보의활용도를

높이고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구한국 및 조선총독부 관보와 조선총독부 발간 귀중본, 한

국고전백선, 문화관광부및소속기관발간연구보고서등의원문DB를구축했다.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4개월간수행한정보화근로사업으로인문과학분야박사학위

논문, 조선총독부발간한국관련자료, 한국고서, 신문및잡지귀중본등총 591만 2436

면의자료원문을디지털화하여현재서비스되고있던 213만 5149면과함께국가전자도서

관을통해서비스하 다.

또국가전자도서관을통해국내주요 7개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촌진흥청 농

업과학도서관)을통합한전자도서관체제를구축하여이용자들이언제어디서나한번의접

근으로 7개 기관에서구축한정보를동시에검색, 출력할수있도록하 다. 이로써국립중

앙도서관은국가전자도서관을통하여원문정보1390만면을통합서비스하게되었다.

한편‘도서관 정보화 종합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중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1996년 이전 발행 자료)로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해 원문

DB를구축하 다. 2000년 1단계사업으로 17만 책 3400만 면을, 2001년 2단계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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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4000책 1280만 면을 구축해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

했다. 2002년주요자료원문정보 DB 구축은 1945년이전발간한국관련일본어자료 4

만 4000책 1696만 면, 한국 관련 외국어 자료 26책 8300면, 연속간행물 귀중본 3036책

17만 9000면등총 4만 7000책 1700만면에이르 다. DB 구축은자료의특성에따라컬

러와흑백을혼용하여 JPG(300dpi)와 TIFF(400dpi) 고해상도이미지로구축하 다.

아울러신문학대표소설을특화 DB로구축하는 3차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을추

진하 다. DB 구축대상자료는한국소설가협회가우리나라신문학을대표할수있는소설

중이미상용 DB로 구축되어국가전자도서관에서서비스하고있는소설을제외한것으로,

김홍신등 183명의대표작 500종총 632책을선정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상 자료 500종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확보해, 신문학 대표 소설 원

문정보DB를언제어디서나누구라도볼수있게했다. 이로써우리문학을널리향유하고

학술 정보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용 서비스로 이용의 활성화

를도모하 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에 도서관, 출판계, 저작권계 및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10명으로원문DB구축위원회를구성해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계획의전반적인사항

과 DB 구축의중복예방방안, 특화 DB 구축대상, 구축 DB의홍보방안에대하여자문하

다. 또위원들의의견을적극반 하여2003년도도서관정보화DB 구축사업계획을수

립해, 1945년이전에발간된한국관련일본어자료 2만 1000책 826만면의원문정보DB

를구축하 다.

이어서 2004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귀중본과 한국 고서 중 2만 3987책의

353만 5315면, 한국 고문서 5000점의 5576면, 고지도 63종의 2262면에 이르는 원문 정

보를 구축하 다. 특히 원문 정보를 컬러로 구축하여 원본의 상태를 이용자들이 가장 근접

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지도의 경우 효율적인 이용 서비스를 위해 지명에 대한 색

인 작성 및 지도의 위치에 대한 링크 정보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지명을 쉽게

검색, 활용할수있도록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구축한원문정보 DB 중 현재저작권이소멸되거나사용승낙을받은

원문 DB는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및 국가전자도서관(http://www.

dlibrary.go.kr)을 통하여 안방까지 서비스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전국 공

공도서관에서서비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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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색인및초록정보DB

기사 색인 및 초록 정보 DB는 연속간행물 학술지의 목차 정보를 기사 색인으로 변환하

면서기사색인작성을위한 KORMARC 필드별생성값을확정한후, 이를토대로세부기

술규칙을작성해기사명, 저자명등기사색인정보를MARC 포맷으로구축하여표준화를

주도하고있다. 또기사에수록된초록및목차는텍스트파일로구축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중복구축을방지하고타기관이구축한 DB를활용하기위해자체구

축과변환구축을병행하고있다. 2003년부터현재까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보유하고

있는 학술 기사를 제공받아 변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기관과의 DB 공유도

추진중에있다. 또한기사색인에국가전자도서관민간상용(원문) DB 및한국교육학술정보

원원문DB까지연계하여서비스하고있다.

기사색인및초록정보DB는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http://www.nl.go.kr) 및 국가

전자도서관(http://dlibrary.go.kr)에서서비스하고있다.

5. 비도서자료디지털화및매체변환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에데이터베이스의다양화와고도화를꾀하고자학술적·정보

적 가치가 있는 VHS(비디오테이프 자료) 4000점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보존용으로

는(DVD) MPEG-2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서비스용으로는(VOD) WMV 압축 방식을 적용

하여DVD 및 VOD로매체변환하 다. 서비스용으로디지털매체변환된DB는VOD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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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정보 DB 구축 현황]                                                          
(2004년 말)

대 상 자 료 책 수 면 수

주요 단행본(1997년 이전) 134,210 42,188,723

조선총독부 발간 한국 관련 자료(1945년 이전) 10,433 3,019,589

한국고전백선 615 92,450

문화관광부 발간 자료 630 189,000

고서 91,968 13,691,511

학위논문 7,816 1,475,273

학술지 43 13,487

구 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1894~1945년) 164 147,133

신문(1945년 이전) 361 132,137

연속간행물 귀중본 3,036 179,000

1945년 이전 발간 자료 65,383 25,220,167

한 판 고전소설 915 88,554

신문학 100년 대표소설 654 203,873

고문서 4,051 5,576

고지도 81 2,262

합 계 320,360 86,648,735

creo




에 탑재하여 관내 네트워크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의 이용 서비스

환경을조성했다. 이와함께도서관자료의훼손을방지하여보존을강화할뿐만아니라효

율적이고안정적인이용서비스를제공하여정보이용의활성화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6.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DB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장 도서관 정보 및 자료 내역을 제공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용 자료의 중복 제작을 방지하여 예산 절

감 및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

하고있다.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목록을 제공받아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

NET)에업로드하는과정에서발생한오류데이터를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맞게수정

보완하고중복데이터를소장추기하여국가DB화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DB는 http://sigak.nl.go.kr/kn/에서서비스되고있다.

7. 시각장애인용원문정보DB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시각장애인용 원문 정보 DB 구축

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보 소외 계층인 시각장애인들

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적인 삶을

위할수있도록시행되고있다. 시각장애인용원문정보 DB

는 대학 기본 학습서를 텍스트 DB로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화

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서비스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의견을수렴하여, 시각장애인대

학생들의 90%가 소속된 주요 학과(특수교육, 사회복지, 교육

학, 재활과학, 행정학)의대학기본학습서를우선구축대상으

로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총 2985책 109만 7066면을

구축하 다.

2004년 3월부터는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http://sigak.nl.go.kr/dl)

를 통해서비스하고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라면누구나회원가입및인증절차를거쳐이

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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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식정보표준화도구

1.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국립중앙도서관은서지정보의표준화를도모하기위해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이하KORMARC)을 1980년에개발하 다.

MARC 형식은 20세기초에도서관목록의주류를이루었던카드목록을기계에서표현

하기위해만들어졌다. 개발초기의MARC 형식은지금까지손으로작성해오던카드목록

을어떻게하면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가에주안점을두어만들어졌다. 초창기의다른나

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1982년 처음 전산실 직제가 생기고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목록 시스템을 통한 인쇄카드 제작, 배포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KORMARC의개념도이러한맥락에서카드목록의개념을그대로지니고있었다.

MARC의 선진국인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이를 개발하고자 노력하 으며, 1968년 7

월부터는LC MARCⅡ포맷을완성해본격적인하나의시스템으로운 하 다. 이어 1973

년캐나다와호주, 1975년 국에서각각MARC 형식이개발되었다. 특히 1973년서지정

보 교환 형식이 ISO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널리 MARC 형식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국제표준이정해졌지만나라마다목록작성규칙이나관습이달라 1970년대에이미 20여

종의MARC 형식이나타났으며, 현재는약 50여종의MARC 형식이존재한다.

가. 단행본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80년 LC MARC를 토대로 KORMARC 형식 단행본용을 개발하

다. 이에 앞서 1980년 2월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험용)을 제정 완료하고, 그 내용을 2월

20일에 개최된‘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에서 자동화준비반장인 현규섭 사서관이 발표했다.

KORMARC에는한국문헌을주된입력대상자료로삼아컴퓨터에축적하고, 이를검색하

는데필요한레코드의구조와그세부적인편성방침이규정되었다. 

이포맷은1973년에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제정한레코드의기본구조를따르고, 미

국의회도서관이 제정한 LC MARC에 제시된 내용표지기호법과 국국립도서관이 제정한

UK MARC의식별자표지법을대체적으로준용하여완성한것이다. KORMARC 포맷이완

성되자 1981년 6월 2일부터 20일까지관내직원과서울대학교도서관전산직원을대상으

로전자계산기기능, LANGUAGE 개요, 한국자동화목록(이론및실습) 등으로KORMARC

교육을실시하 다. 또한 1982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국립중앙도서관세미나실에서제

1회목록의자동화처리를위한강습회를열어, 목록의자동화처리를공동으로모색하고도

서관업무전산화의표준화와전국네트워크형성의토대를마련하고자했다. 강습회에는건

국대학교 외 42개 도서관에서 43명이 수강하 는데, 강의 내용은 MARC 개요,

KORMARC, 컴퓨터개론, ISBD, HARD WARE(JEP COM. 429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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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KORMARC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과 개발을 위해 운 협의회,

개정기술위원회, 운 위원회등을구성하여운 하 다. 1983년 4월 14일 KORMARC 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는

건국대학교등 21개 도서관대표가참석해 KORMARC을이용한도서관업무전산화진척

상황과문제점등을논의하 다.

1984년 1월 27일에는 KORMARC 운 협의회총회가국립중앙도서관회의실에서 23개

관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쇄카드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KORMARC 워크숍개최에따른제반사항, 국립대학도서관의회원 입문제, KDC 보완

문제, 기타목록업무전산화에관한제반사항등이토의되었다. 또한 4월 18일에는제3회

KORMARC 개정기술위원회 회의가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어 KORMARC 개정 및 위원회 운 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KORMARC 운 위원회에서는 회원 도서관 33개처를 대상으로 국립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KORMARC 워크숍을 개최해 KORMARC 포맷 해설 및 실습,

ISBD 등에대한강의를실시했다.

1985년 3월 8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40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KORMARC 운 협의회총회가목록분과협의회, 기술규칙협의회, KORMARC협의회등으

로 나뉘어 열렸다. 이어서 KORMARC 운 위원회에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중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KORMARC 워크숍 일반과정을 개최했다. 36개 도서관에서 43명이

참가한이세미나에서는KORMARC 프로그램에대한강의가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0년부터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단행본 형식 개발에

착수한 이래 많은 협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쳤다. 이들 형식은 LCMARC과

UKMARC, 그리고 ISO 2709에서제안한형식을토대로 1980년 2월에단행본용을, 1983

년 12월에 연속간행물용을, 1991년에 비도서자료용을 각각 실험용으로 개발하 으며 현재

까지 총 6종의 형식을 개발하 다. 또한 개발된 각 형식들을 수정, 보완하여 KS로 제정하

고 4종의기술규칙을작성했다. KORMARC 형식의국가표준(KS) 제정은형식을개발하

여 시안을 작성한 후, 공청회를 거쳐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기술표준원이 운 하

는KS심의위원회의승인절차를밟아진행되었다.

1992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의 KS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KORMARC 형식 및 기술규칙(단행본용·연속간행물용·비도서자료용)의‘안’

을 2월초도서관학관련학회·단체및전문인사등 164개처에송부하고의견을취합, 정

리하 다. 송부된‘안’은 199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

뢰하여부문별전문연구팀을구성해작성한것이었다.

이어 1992년 6월 20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의 KS 제정을 위해‘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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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회의를국립중앙도서관회의실에서개최하 다. 이회의에서는공청회를통해서작성

된‘안’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KORMARC 포맷 KS(안)을 비

교·토론하 다. 회의결과단행본용포맷은 KORMARC의 KS(안) 연구기관등관계자들

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한번 더 열어 토의하기로 했고, 연속간행물용 포맷은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사용해본후KS를제정하기로하 다.

이에따라 1992년 6월 27일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KORMARC 단행본용포맷의KS 제

정을위한공청회를가졌다. 공청회에는 KORMARC의 KS(안)을 연구한연구자와이‘안’

에대하여의견을제시한기관, KORMARC 데이터사용기관의관련자및도서관관련협

의회대표자들이참석했다. 참석자들은KORMARC 단행본용포맷의KS안에대한심도있

는 논의 끝에 수정안을 작성하 고 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공업진흥청에 KS 제정을 요청하 다. 요청된 KS안은 공업진흥청 공업표준심의회 심의에

통과(1992.12.14)하여 1993년‘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형식(포맷)’단행본용이 KS C 5867-1993으로 공포되었다(공업진

흥청 고시 제93-24호, 1993.1.6).  국립중앙도서관은 1993년 3월 KS로 제정된

KORMARC 단행본용 형식(KS C 5867 1993.1.6)을 책자로 발간하여 국회도서관을 포함

한 1130개도서관과관계기관에배포하 다. 이에따라전국의모든도서관이표준화된방

식으로 문헌 정보 DB를 구축하게 되어, 국내 도서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한 도서관 정보

전산망구축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다.

나. 연속간행물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단행본용에 이어 1983년 12월에는 연속간행물용 실험용을 개발하

여그형식을 1984년에제정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84년 7월부터연속간행물에대한

입력작업을시작했는데, 이후 1991년 7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5개월간한국정보관리

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KORMARC 형식 연속간행물용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 으며,

1991년 12월 12일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KORMARC 형식 연속간행물용 개정을 위한 공

청회를개최하 다. 또 12일 21일에는 KORMARC 형식연속간행물용개정안심의를위한

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 으며, 1992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서

관계 155개 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2년 4월부터 1994년 8월까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연속간행물용KS(안)을작성하 다.

이처럼 2년여에걸쳐 KS(안)에 대한작업을마친후, 1994년 9월 14일에공청회를개최

해 KS 수정안을 작성하여 1994년 11월 2일에 KS 제정을 신청하 다. 당시 공업진흥청에

KS 제정을 의뢰한‘안’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호응이 좋았다. 1994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학·전문도서관, 28일부터 30일까지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속간행물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 기술규칙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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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교육 대상자로는연속간행물을 40종 이상을소장한 공공도서관, 300종 이상소장

하고있는 176개대학과전문도서관 등에서 190명이참여했다.

KORMARC 형식연속간행물용KS 제정은신청한지한달여만인 1994년 12월 1일공

업진흥청공업표준심의회정보산업부회의심의를통과하 으며, 1994년 12월 14일공업진

흥청고시제1994-833호로공포(KS C 5795-1994)됨으로써KS로제정되었다.

연속간행물용 KORMARC 형식은 MARC에 의해 구축된 해외의 문헌 정보 데이타베이

스들과도호환성이있어문헌정보의국제교류에도기여하 다. 또국내에서발행되는 1만

2000여 종의 연속간행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995년 시범 운용을 거치면서

2000년부터 이용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은 그

당시 온라인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간지, 월간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도 컴퓨터 단말

기를이용하여쉽고빠르게찾을수있게되었다.

다. 비도서자료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단행본용과 연속간행물용 이후에 개발된 비도서 자료용

KORMARC 형식은, 1991년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작성한

것을 공청회 등 폭넓은 도서관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이루어졌다.

1996년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비도서자료용KS 제정을위한각계의견을수렴한후, 비

도서자료용 KORMARC 형식과 기술규칙을 실무 중심으로 보완하여 비도서 자료를 1000

종 이상 소장한 도서관(한국도서관 통계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및 산하협의회, 문헌정보

학관련학회, 대학문헌정보학과등230개기관에배포하 다.

이후 1996년 10월 4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비도서자료용의 KS 제정을 위한 공청

회를국립중앙도서관대강당에서전국국·공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57개관사

서들이참석한가운데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은국립중앙도서관전산화자문

위원회위원들의자문을받아최종안으로작성되었다. 

당시 제시된 의견으로는 007tag에서 형태 필드 기술의 자료 범주로‘컴퓨터 파일’을 신

설하는 것, 008tag의 부호화 정보 필드의 녹음 자료 작곡 형식에서 외국 음악은 세분되어

있으나 우리 음악 부분이 미흡하므로 좀더 세분하자는 것, 041tag의 언어 부호의 원저작

언어(＄h)에 시청각 자료도 적용( 화를 한국어로 더빙한 경우 번역으로 처리)하는 것, 가

격에 관한 필드가 자료의 구독료 정보에 유용하므로 신설하는 것, 비도서자료용

KORMARC 형식이 KS로제정됨에따라단행본용및연속간행물용형식과통합하여하나

의형식으로제정하자는것등이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KS(안)은 1996년 12월 17일 국립기술품질원의 심의를 통

과하여 KS C-5969(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6-144호)로 공포됨으로써 비도서자료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이KS 제정되었으며 1997년 1월에 1507개처에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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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고서용 포맷은 1992년에 개발되었다. 고서는 지적 문화 유산으로

희소성이있고비교적대중적이지않다는점에서다른자료에비해목록의표준화및전산

화가 미진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고서에 대한 보존은 물론 표준적인 서지 DB를 구축하여

정보를공유함으로써자료의활용도를향상시켜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같은요

구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은고서의서지적특성을충분히살릴수있는MARC 형식과고

서에대한기술규칙을제정하게되었다.

1992년 11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는 한국정보관리학회가 주관이 되어 그

동안연구해온KORMARC 고서용포맷및기술규칙에대한공청회가열렸다. KORMARC

고서용포맷및기술규칙개발은국립중앙도서관이‘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계획’에의한

‘문헌 정보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중인 사업

이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는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을수렴하여최종안을작성하 다.

이후 1999년 10월 28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대강당에서고서용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

식및기술규칙KS 제정을위한공청회가개최되어그간의작성경위와 (안)에대한도서관

계의의견반 을설명한뒤참석자의의견을수렴하 다. 이공청회에는서지학회등 41개

단체 및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

관련전문가및기관에의뢰해제시된의견을분석, 검토하여수정안을작성하 다.

그리고 1999년 12월 또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기술표준원에

KS 제정을 신청하 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 13일 고서용 형식이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0-306호 KS 승인번호 KS X 6006-6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 공공도서관 및

고서를소장한도서관을비롯하여관련기관650여개처에배포하 다.

고서용 KORMARC 형식과 기술규칙은 기존의 MARC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서의 특성

을살린기술규칙으로고서DB 구축및정보공유에기여하 다.

마. 전거통제용및소장정보용

전거 통제용 및 소장 정보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은 1993년에 개발되었다. 전거 통

제용은동일한사람, 주제, 서명등이여러가지로표현되는경우(예-인명: 김정식, 김소월,

소월/ 서명: 춘향전, 성춘향, 옥중화/ 주제: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 그중

어느하나의항목으로접근해도해당항목관련자료가모두검색될수있도록데이터를기

술하기위한표준형식이다. 

또소장정보용은검색된자료가전국어느도서관에있으며현재대출또는복사가가능

한지, 연속간행물의 경우 몇 권 몇 호까지 입수되었으며 몇 호가 결호인지 등에 대한 데이

터를기술하기위한표준형식이다.

전거 통제용은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의뢰하여 연구한 것을 토대로 4차에 걸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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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으며, 소장 정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

하여 3차에 걸쳐 도서관계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 수정안에 대해

1998년 10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KS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시

된 의견을 반 한‘안’을‘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작성

하 다. 이 최종안으로 국립기술품질원에 KS 제정을 신청하여, 1998년에 전거 통제용

(KS X 6006-4) 및 소장 정보용(KS X 6006-5)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으로 KS 제

정이되었다.

바. 통합서지용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에들어서서지정보의표준화를도모하기위해기존에개발한

한국문헌목록형식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서지용형식개발을추진하 다. 통합서지용KORMARC 형식은 2001년에초안을작성하

고 이후 한국목록규칙 4판 내용을 반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5년

12월 2일규격번호KSX6006-0으로KS 제정되었다.

그간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2004년에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등 85개의 유

관 기관 및 단체에 해당(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밖의 전국 도서관계를 대상으

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이와 함께 2004년 10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대

강당에서국립중앙도서관장및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위원들을비롯하여관내직

원, 전국도서관및유관기관인사2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공청회를개최했다.

통합 서지용 KORMARC 형식(안)은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필드에대한상세한정의를내리고있으며, 서지레코드의데이터요소를식별해주는표

시기호(tag), 지시기호(indicators), 식별기호(subfield codes), 부호화된값에대해정의를

내린적용지침을수록하고있다. 또 한번입력한데이터는동일레코드내에서자동부출

표목으로생성할수있도록하는등편리성을갖추고있다.

현재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9년말윈도우환경을기반으로한통합정보시스템개발

에따라전거시스템, 소장시스템을도입해운 하고있다. 이와함께국가자료공동목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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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MARC 개발 현황]

구 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전거 데이터 소장 데이터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개발 1991 1991 1991 1992 1993 1997

형식 KS 제정 1993 1994 1996 1998 1998 1998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개발 1991 1991 1991 1992
기술규칙

*KS 규격번호

단행본 : KS X 6006-2 / 연속간행물 : KS X 6006-1 / 비도서자료 : KS X 6006-3

고서 : KS X 6006-6 / 전거 통제용 : KS X 6006-4 / 소장 정보용 : KS X 6006-5 

creo




스템‘KOLIS-NET’의 가동으로 도서관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KORMARC는서지정보의교환을위한표준도구로그기능이더욱중요하게되었다. DB

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지 데이터 처리 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인 과

제로, 특히도서관전산화는문헌정보요소들의복잡성때문에다른어떤분야보다표준화

가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인식하에 문헌 정보의 전산 처리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인

KORMARC 포맷개발과표준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왔다. 

전국 도서관 전산화 현황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중 문헌 정보 DB 구축에 KORMARC 포맷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94%로 나타나

고있다. 

관종별로는공공도서관 98%, 대학도서관 97%, 전문도서관 87%로나타나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KORMARC 적용이 일반화되었고, 개개 기관의 특성이 강한 전문도

서관도 1995년도 조사 때에 62% 던 것이 1996~1998년에는 67~75%, 2004년도에는

86%로그적용비율이점차높아지는추세이다.

2. 인쇄카드배포

국립중앙도서관은 1982년에 전산실 직제가 생기고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그 첫 번째 사

업으로목록시스템을통한인쇄카드제작, 배포사업을실시했다. 인쇄카드를이용한목록

작성은 주로 국내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국가서지 작성 기관이 센터가 되어 오리

지널목록을작성, 배포하는방식을말한다. 

이러한 목록을 공급받는 도서관에서는 목록 작업의 노력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표준화된 서지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타 도서관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관의 서지 데이터 수준을 국가서지 센터 기관의 수

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작된 인쇄카드의 보급은 목

록작업의표준화를가져왔으며, 더나아가도서관간상호협력에의한집중목록으로서의

종합목록작성을촉진하 다.

1986년 4월 3일 KORMARC 운 협의회에서는 인쇄카드에 관한 효용 평가회를 국립중

앙도서관세미나실에서서울대학교도서관등21개처에서참석한가운데개최하 다.

그러나세계적으로급증하는출판물에대한서지정보제공의범위와신속성에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중 목록의 이점이 점점 희박해지자, 목록 작업을 공동으로 작성하

거나협력을통한분담목록작성방식으로점차전향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미국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를 비롯하여 일본의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당시 NACSIS) 등과같은서지유틸리티가탄생하 다. 이처럼변화된환

경속에서 1987년에인쇄카드배포가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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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명표목표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은 1984년 11월 17일한국문헌정보학회에용역을의뢰해연구한‘주제명

검색용어집’에 대한 공청회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회원들과 도서관 관계자 70여

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 다. 이자리에서연구를맡았던김태수교수는주제발표를통

해“학문이시대의변천에따라점차세분화되고개념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으므로각분

야의학문에서사용되는특정언어를전주제분야에확산하는것은아직은어려운단계”라

고말하면서, 이“첫주제명검색용어집을계기로더욱세분화된주제분야의전문검색용

어집이계속출현되어야할것”이라고하 다. 또한“이검색용어집을각도서관에서사용

하면서 학회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 분석해 나가면서 더 좋은 개정판을 만들

자.”고강조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 9월에주제명표목표개발계획을수립하여국가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국가 서지 구축 업무의 주제 통제 도구로서 주제명 작성 및 문헌 검색에 일관

성을 부여하고자 하 다. 주제명표목표의 개발 사항은 전 주제를 대상으로 7만 단어 이상

의규모, 다국어를기술하고추가할수있는다국어환경수용, 목록작업의효율성향상을

위해 주제명과 분류기호를 연동할 수 있도록 주제명에 분류기호 부여, 주제명표목표의 관

리·편집·서비스를위한시스템개발등을그내용으로한다.

아울러 2003년 3월부터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에의한주제명부여를시범실시

하 다. 시범 실시 기간중에는 동양서 단행본과 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명 부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제명표목표를 보완, 확장하여 안정화한 후 단계적으로 국내 도서관

에 보급하 다. 또한 주제명표목표의 전반적인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자료조직과(현 자료기

획과)에‘주제명표목표품질관리센터’를운 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자료종합목록, e-CIP 등과 함께 주제명표목표를 국가서지 데이

터작성시적용함으로써고품질의서지데이터를생산하고데이터의표준화및공유를촉

진하고자하 다. 즉국가전자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통합정보시

스템(KOLIS),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Ⅱ) 등과 연동하여 정보 검색 시스템의 효율화

를높 다.

4.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2003년도에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지식 정보 표준화 기반 확충과 국내외의 지식

정보공유를위한‘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사업’을적극추진함으로써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통합서지용(안) 작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지식 정보표준화도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국내지식정보관련표준개발및보급, 관련국제표준의번역및발간, 표준

도입을위한교육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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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도서관및정보처

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2003년도 지식 정보 표준화 도구 개발 계획(안)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 서지용

(안) 작성, 지식 정보 및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제 표준의 적극적인 동향 조사 분석, 위원회

를통한표준도구(안) 개발, ‘도서관업무전산화’시리즈발간등을심의하 다.

이후 2004년 2월 20일에 제1차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회의가 권재윤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열람관리부장)을 비롯한 8명의외부위원과 2명의내부위원이참석한가

운데 개최되어 통합 서지용 KORMARC 형식(안) 및 2004년도 사업 계획(안) 등이 논의되

었다. 또한 통합 서지용 KORMARC(안) 및 세부 계획과 고문서용 KORMARC(안)의 향후

추진방안, 온라인저작물아카이빙과관련한메타데이터관련내용에대한의견이제시되

었다. 위원들은 통합 서지용 KORMARC(안)의 부호를 MARC21과 동일하게 하고, 데이터

변환을최소화하기위해부호변화를가급적적게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또고문서

용 KORMARC(안)의 경우 현대 문서에 대한 포맷도 정부기록보존소와 협력해서

KORMARC와 호환성을 갖추도록 준비하며, 온라인 저작물 아카이빙과 관련해 노르딕 프

로젝트, 호주의판도라, 일본의WARPS와 같은외국사례를연구할필요성도제시되었다.

아울러 온라인 저작물 수집과 보존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는의견도제기되었다.

제5절 도서관정보화시스템

1. 관내토탈시스템(CENTLAS)

CENTLAS의 개발은 1976년부터준비되었다. 1976년 4월 정부의주도하에국립중앙도

서관의 전산화가 검토되었으며, ‘도서관업무전산화추진반’이 구성되면서 1979년에 국립중

앙도서관 내에 자동화준비실이 설치되었다. 이후 1987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의 마스터플

랜인‘국립중앙도서관 전산화 종합 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1988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강 설치와 전산전문요원들을 보강하는 등 정보화를 위한 기초를 닦아나갔다. 1988년 11

월에는 TANDEM Non Stop TXP 202 시스템을도입설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에

서 1989년 1월 12일에관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가동식을거행하 다.

이러한하드웨어의보강과더불어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납본·수서업무의전산화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자체관내토탈시스템의완성을계획하고실행에박차를가했다.

CENTLAS는수서, 목록, 검색, 대출관리, 연속간행물관리, 자료관리·지원, 서지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초 DOS용으로 CENTLAS를 개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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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급변하는정보화환경에맞추어윈도우즈용국립중앙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KOLIS)

을개발했다.

2. 관내통합정보시스템(KOLIS)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정보화환경에대비하고초고속정보화시대에맞는정보서비

스 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1997년 9월에 윈도우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KOLIS(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과 (주)ECO가 1997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공동으로 개발한 KOLIS는 단행 자료 및 연속

간행자료관리시스템, ISBN 및 ISSN 관리시스템, 전거통제·분류기호및주제명검색

용어 활용 시스템, 서지 발간 및 도서관 정보 관리 시스템, 교환·발송 업무 관리 시스템,

고서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

료등의통합관리를위한 DBMS의 도입, 통합검색시스템과윈도우체제의단행본시스템

을개발하는것이었다.

이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각과사무관및실무담당자를중심으로‘도서관정보화

추진전담반’(31명)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분석 및 현재

시스템의 수정·요구 사항을 도출해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화면 설계, 관련 데이

터 분석·제공, 편리한 검색 방법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작성, 소장 자료 디지털

화대상자료현황파악등의업무를담당하 다.

이에따라 1차년도에단행본용시스템을개발한 데 이어, 1998년 7월에 2차년도 통합정

보시스템개발을추진하면서검색엔진을탑재하고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거관리, 분

류기호및주제어참조, 도서관정보관리(각종도서관주소록및현황) 등을윈도우즈환경

으로개발했다. 또 국제교류, ISBN/ISSN 관리, 서지발간등의업무지원관리시스템을개

발하 다. 이 시스템은 199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개발하여 1998년 12월에 시험

운 을 거쳐 개통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 업무 담당자들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2차에 걸

쳐테스트를실시하고 1999년 10월 1일통합정보시스템KOLIS를가동하게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DOS 환경인 CENTLAS에서 자료 유형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함

에 따라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에는 KOLIS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시스템의안정화를꾀했으며, 2001년 4월부터는새로운환경변화를시스템에

반 하고자목차/초록시스템을탑재하는등매년개선사업을수행해왔다.

또한 2003년 6월에는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코드 체계를 유니코드로 변경하기에 앞

서, 유니코드 체계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함과 함께 KOLIS 시스템 기능 추가

및 시스템 확장 개선도 추진하 다. 특히 2004년도에는 검색 기능 확장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모색등이용자위주의시스템개발과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해소, 사서직교육

훈련의능률화, 타기관의데이터공동활용에중점을두고시스템을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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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KOLIS의가동으로초고속정보화시대에맞는정보화기반을구축하

게되었다. 즉클라이언트/서버환경의다운사이징을통해경쟁력있고효율적인도서관정

보관리운 체제를마련함으로써국·공립도서관을비롯한국내모든도서관의정보시

스템구축의모델이되었다.

3.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

터베이스이자 도서관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네트워크이다. 이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모든자료를네트워크를통하여국가자료종합목록 DB로 공동구축, 활용하

고국민에게서비스할수있는윈도우즈기반시스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6월에‘도서관 정보 전산망’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도서관과도서관망을형성하여국가문헌정보종합 DB를 공동으로구축, 활용할수있도록

분담목록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시스템 개발 후에는 보급에 앞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사

용자를위한강습을 199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실시하 다.

DOS용으로 개발된 분담목록시스템은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1997년 8월 11일부터 운 에 들어갔다. 당시 국가문헌정보 종합 DB는 국립중앙도서관 소

장자료 DB 143만 5689건 중 65만 건을편입하 고, 편입하지못한데이터는분담목록시

스템을 운 하면서 계속 국가문헌정보 종합 DB에 편입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지역센터소장자료 DB(1997년 8월이전구축분)는향후국립중앙도서관에서일괄접수받

아구축할계획이었다. 1997년 12월에는운 환경(LAN, IBM PC AT 486 호환기종이상,

메모리 2MB 이상, 한 /한자 2BYTE 완성형 KSC-5601 채택 기종, 컬러 모니터, MS-

DOS 5.0 이상)이 되는 단위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담목록시스템의 보급을 시작

해, 이후 94개공공도서관에서이를활용하게되었다.

분담목록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 을 위해 시스템의 부하를 분산하

으며, 클라이언트는 일반 PC를 사용하고 서버는

TANDEM을 사용하여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내용으로는 목록, 검색, 출력 관

리, 도서관정보관리, 부호 관리, 공지 사항관리의기능

이있다.

그러나 분담목록시스템은 윈도우즈 환경과 LAN을 통

한 네트워크 환경에는 맞지 않기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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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3월

부터 9개월간시스템테스트·보완·안정화를거쳐개발하 다.

2001년도에는효율적인기능테스트를위하여실제로사용할공공도서관직원들을중심

으로 18명의전문사서전담반을구성하 다. 1차 전담반은 200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3

일간 운 하고, 2차 전담반은 2001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운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을 반 해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 다. 이후 2001년 6월부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KOLASII와 함께 사용하는 통합형과

KOLASII와는별도로사용하는독립형으로보급되었다.

2001년 6월 15일에는공공도서관및도서관계주요인사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국

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운 개시에따른설명회를갖고, 6월 16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단계적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 번의 클릭

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는 물론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7월부터는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본격적으로 설치해 이용함으

로써우리나라도서관정보화를본궤도에올리는핵심기반시스템으로자리잡았다.

2002년 3월 12일부터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전국공공도서관간의정보공유체계확립에박차를가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KOLIS-NET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 는데 1차 교육은 2002년 2월

28일 KOLASII가 설치된 3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2차 교육은 2002년 3

월 11일국립중앙도서관관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 다. 3차교육은독립형교육으로기

타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실시하 으며, 추

가교육은2002년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구축사업의진행상황에따라병행실시했다.

2002년 말 KOLIS-NET은통합형이 112개 관, 독립형이 9개관에보급, 운 되었으며,

2003년말에는KOLASII 통합형이 350개관, 독립형이 9개관에보급, 운 되었다. 

KOLIS-NET은 윈도우즈 기반에서 모든 자료 관리를 통합 운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고 있어 대용량의 자료를 관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 관리·서비스할 수

있게개발된시스템이다. 이용자는KOLIS-NET을이용하여전국도서관에서소장하고있

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도서관은 목록 데이터 내려받고 올리기

등의업무처리를함으로써도서관자료의효율적인통합관리체제를확립하 다.

KOLIS-NET의주요기능으로는모든자료를단행자료와연속간행자료로구분하여이

들을통합관리서비스할수있는체계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홈페이지를통한검색서

비스및SDI 서비스제공, 국립중앙도서관(KOLIS)과공공도서관(KOLASⅡ)에서작업한자

료를자동적으로올리고소장정보등록을할수있게각시스템과통합시키는연계기능, 상

호대차업무·원문복사서비스지원기능, Z39.50 프로토콜을이용한분산통합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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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도서관정보관리기능, 서지및소장정보에대한정확한통계기능등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KOLIS-NET의 가동으로 21세기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초고속정보화시대에맞는정보화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서버환경의

다운사이징을 통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도서관 정보 관리 운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

가자료목록정보공유체제구축을통한전자도서관시스템확대및서비스제공을위한기

반을구축했다.

4.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KOLAS)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계획’에따라전국의각종도서관업무전산

화를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PC용 패키지‘KOLAS(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를자체개발하 다.

KOLAS는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기본구조로한수서, 정리, 대출, 자료

관리, 검색까지의 토탈 시스템이다. 이 패키지는 KS문자코드(KSC-5601)를 수용한 AT급

이상의 IBM 호환 PC에서 운 가능하며, 프로그램 언어는 클리퍼(CILPPER)이다.

KOLAS의주요기능은수서업무, 정리업무, 배가관리업무, 대출관리업무, 자료검색,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분·등록 구분·수입 구분 및 대출에 필요한 소속 부호나

직급부호설정에관한환경설정업무등으로이루어져있다.

KOLAS는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등어떤관종의도서관에서도사용할수

있으나특히소장장서 10만종이하인도서관에서더욱효과적으로운 할수있도록제작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1월부터는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KOLAS를 무상 공급하며 전국 중소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를 지원하 다. 또한 KOLAS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국립

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소장 장서 4만 책 이상의 대학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을 대

상으로‘도서관 업무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 다. 이 교육중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과학

기술원시스템공학연구소에용역을의뢰하여개발중이던‘대형컴퓨터용도서관업무전산

화패키지’(UNIX용KOLAS)에대한설명과함께교육실무자들의의견을수렴하 다.

UNIX용 KOLAS는 주전산기를 보유한 도서관을 위하여 개발된 이후 보완 수정을 거쳐

1993년 6월부터 도서관에 보급되었다. 이 패키지의 프로그램 개발 언어는 ACU-COBOL

이고파일처리방법은 ISAM 화일, KS문자코드인KSC-5601를 수용한UNIX O.S. 운

기기(국산 전산기 TICOM)로 개발되었으며, 토탈 시스템(수서, 정리, 대출, 검색, 자료 관

리)으로 단행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서관별 환경 설정, 항

목별 데이터 에러 체크, 수서중인 자료의 복본 조사, 재주문 처리, 화면 단위 편집, US

MARC 변환, 주제명부출카드출력, 바코드시스템적용, 대출예약처리, 대출중인자료와

273제5장 _도서관정보화



예약된 자료 검색, 관리구분·청구기호에 의한 자동 배가, 도서관 안내 등의 게시판 기능

지원등이있다.

대형 컴퓨터용 패키지의 개발·보급으로 미니급 이상의 주전산기를 신규 도입하여 전산

화하고자했던도서관에서는예산, 시간, 인력 절감의효과를거두게되었다. 또 도서관전

산화 프로그램을 PC와 UNIX 기기별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 도서관의 전산화가

촉진되어도서관전산망이조기구축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이어 1994년 12월에는 PC용연속간행물시스템이개발되었으며, 1996년 9월에는UNIX

용 연속간행물시스템이개발되어보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

에서 개발한 UNIX용 연속간행물시스템 패키지의 경우 1995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UNIX 운 기기를보유한 90개도서관의직원 9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다. 주로연

속간행물용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과기술규칙, UNIX용연속간행물시스템에대한교육

을실시했으며, 실무자들에의한시험운 으로기능수정및보완이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부터 도서관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KOLAS) PC용

단행본에 이어 연속간행물, UNIX용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시스템을 개발·보급하 으며,

수차례의수정보완을거쳐새로운버전을지속적으로개발해나가고있다.

PC용패키지의경우개정판(KOLAS Ver 2.0)은 KORMARC 형식을적용하고업무별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LAN(근거리 통신망) 기능과 도서관들이 요구한 기능 등을 추가

하여 1993년 2월에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패키지를 공급받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패

키지사용법과 KS KORMARC에 대한교육을실시하 다. 1993년 12월에는 KOLAS Ver

2.1이 개발되었는데, 이 패키지는누락된데이터에따라속도가떨어지는단점을보완하고

사용도서관들의요구사항을추가하여개정하 다. 1996년 5월에는KOLAS Ver 2.1의기

능을 보완한 KOLAS Ver 3.0의 사용자 교육을 시행했으며, 교육 후 6월에 KOLAS Ver

3.0이 개발 완료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Ver 3.0의 기능에 전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

는기능을추가하여KOLAS Ver 3.5가개발·완료되었다.

UNIX용 단행본 시스템은 1996년 12월에 Ver 3.0이 개발되어 보급되었으며, 1997년 11

월에는기능이보완된Ver 3.5가개발보급되었다. 이것은Ver 3.0을이용한도서관의의견

을조사하여전거관리, 분류기호참조등의기능을추가한것이었다.

도서관 전산화 패키지(KOLAS)는 PC용 단행본 시스템 Ver 3.6, PC용 연속간행물시스

템 Ver 1.2, UNIX 단행본시스템 Ver 3.6, UNIX용 연속간행물시스템 Ver 1.2까지 보급

되었다. 이것은Y2K 문제해결판으로 2자리연도표기를4자리로수정한것으로 1999년 8

월 2일부터보급된것이다. 이후컴퓨터운 체계의변화와인터넷의일반화등과같은 I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윈도우즈와 DBMS 기반의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II가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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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1998년부터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정보화환경에대비하고초고속정보화시대에맞

는정보서비스체제구축과효율적인정보관리를위하여 2차년도통합정보시스템개발을

추진하 다. 2차년도통합정보시스템은 1차년도의단행본용시스템에이어연속간행물, 비

도서자료, 전거 관리, 분류기호 및 주제어 참조, 도서관 정보 관리(각종 도서관 주소록 및

현황), 사서 교육 관리 등을 윈도우즈 환경으로 개발하고, DBMS를 이용한 통합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문서 관리, 공정·기획 관리 등의 업무지원관리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도서관 전산화 패

키지(KOLAS)는 공공도서관을포함한많은도서관이이용하고있었으나, 윈도우즈로정착

되어가고있는 PC 환경과는다른 DOS 환경의프로그램이었다. 또 단행본과연속간행물이

별도의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도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 으며 전

국에분포된사용자에대한유지보수가어려운실정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처럼 공공도서관망 내에서의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 체계가 필요함

에 따라 윈도우즈와 DBMS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

리시스템(KOLASⅡ: 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Ⅱ)을계획하게되었다. 이사업

은 1999년 3월에개발계획을수립해1999년 5월에개발에착수하여12월에완료시켰다.

KOLASⅡ는 PC(Windows NT) 및 UNIX용을모두개발하면서단행본, 연속간행물, 비

도서자료 등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당시 KOLAS로 입력된 데이터를 업로딩

(Uploading)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공공도서관 공통 형식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특징으로 DBMS, 검색 엔진을 기

반으로 한 윈도우즈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시스템으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의통합관리및검색이가능하다는것, 표준자료관리체계를적용하고전거통제시스

템과분류기호및주제명검색용어활용시스템과의통합연계가가능하다는것, 국가자료

공동목록DB 공유기능이포함되어있다는것등을들수있다.

KOLASⅡ는 2000년 1월자체테스트를마친후 2차례에걸쳐시스템검증전담반을운

하여그성능에완전을기하고자하 다. 2000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1차시스템성

능을 시험하 는데, 전담반은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도서관(서울정독도서관, 인천중앙도서

관, 대전한밭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대구광역시립

도서관, 제주우당도서관) 8개관 10명의 실무사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전산담당직원 1명으로

구성하 다. 시스템 검증 후 단행본과 연속 간행 자료의 수집에서 분류, 목록, 이용까지의

관리와홈페이지관리등에대한요구사항을협의하게되었으며, 이후 2000년 4월시스템

기능을보완하 다. 2차전담반은2000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시스템을점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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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Ⅱ) 보급 설명회(2000년)



이러한검증을거쳐개발된공공도서관표준관리시스템(KOLASII)은 2000년 9월부터전

국공공도서관에단계적으로보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KOLASII 보급설명회를 2000

년 8월 30일대강당에서도서관계인사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 다. 이설명회에

서KOLASⅡ추진현황, 향후계획, 주요기능에대한설명과상세기능을시연하 으며, 전

국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국립중앙

도서관은 KOLASⅡ를 2000년 9월부터보급하기시작해, 12월중에보급을신청한 31개 공

공도서관에우선설치한후2001년부터그외공공도서관에단계적으로설치하 다.

또 2001년 9월부터KOLASⅡ설치도서관의증가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도서관

규모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선택 및 자관용 출력물 편집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기능을개발하 다. 2002년 5월에는KOLASII 사용자의견조사를실시하여수정및

보완사항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2002년 10월에KOLASII 업그레이드개발을완료하

다. 이어 2003년 3월에자체테스트를실시한이후서울시교육청산하 22개도서관및평

생학습관에 KOLASII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관들은 당시 사용하고 있

었던도서관리프로그램SDLPro를KOLASII로교체하 다.

SDLPro는 1997년 10월 서울시 교육청이 개발된 것으로, 무상으로 지원된 바다Ⅲ의 불

안정으로 인해 향후 업그레이드나 개선 및 보완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러한가운데국립중앙도서관이KOLASII의무상보급을제안하자 IT 기술, 국가도서관정

책 등 도서관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교체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서울시도서관장협의회및평생학습관장회의는시스템안정화와이용자만족도, 국가

적인정보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를위해 SDLPro를 KOLASII로 무상보급해줄것을서

울시 교육청에 건의하며 만료 기한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교체할 것을 요구하 다.

교육청이이를수용함에따라KOLASII로의교체작업이활발히진행되었다.

또한 각종 정보 시스템 운 개시 이후 도서관 사서 및 업무 담당자들이 제기한 기능 개

선및추가사항을반 하여도서관업무의효율성및편의성을도모하고자정보시스템의

확장및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 다. 특히 2001년 9월부터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

스템(KOLASII)의성능개선, KOLASII-Light 버전및각종지원프로그램개발을시작하

다. KOLASII-Light 버전은 1~2명의사서가근무하는소규모도서관및문고급도서관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자 개발되었다. 2002년 10월에 KOLASII-Light 버전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에 착수하

으며, 사용 희망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한 후 2002년 11월에서

12월까지KOLASII Light 버전을개발완료했다.

KOLASII-Light 버전의 개발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문고급 소규모

도서관의정보관리및서비스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대국민정보서비스체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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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기틀이다져졌다. 즉 도서관정보망을확대구축해국가정보유통망의중심축으로서

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으며, 공공도서관의효율적인자료관리및서비스체계를구축함으

로써공공도서관의대국민정보서비스를향상시켰다. 이밖에도개별적인정보시스템구축

에따른예산낭비방지및일관성있는도서관정보망기반구축으로중복투자를방지하는

효과를가져왔다.

6. RFID 적용경 정보시스템(MIS)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이용해유비쿼터스환경을실현해주는스마트태그(RFID) 기술

이빠르게도입되면서도서관환경도큰변화를맞고있다.

RFID 태그는 도서에 바코드 대신 소형 칩을 부착해 이용자 스스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게 하고, 도서 점검 및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특히 도서관 자료 식

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코드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판독 거리가 매우 짧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판독 시 바코드가 인쇄된 면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훼손 및 판독 오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RFID 태그는 무선으로 데이터 읽기·쓰기가 가능함

은 물론, 동시에 여러 개의 자료 인식이 가능하고, 오염 또는 방해물에 대한 향이 적고,

RFID 태그의 수명이 반 구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FID 태그를

이용하게되면책이잘못꽂혀있어도일일이육안으로확인할필요없이무선인식기술로

자동으로찾을수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20cm 이상 떨어진거리에서도도서인식이가

능한 13.56㎒주파수스마트태그기술이이용되고있다.

RFID 태그 기술 도입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

이 최소화되고, 업무 시간 외에도 자료의 반납이 가능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

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 RFID 시스템에 따라 유휴 사서 인력을 이용자를 위한 자

료검색, 참고봉사등에투입하여, 결과적으로도서관서비스를향상시키고이용자들의도

서관이용을활성화시키는효과를거두고있다.

이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은문화관광부의‘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구축사업’의일환

으로 추진하는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 시스

템) 시범구축을2003년 5월부터시작했다.

RFID 시스템시험구축에따라인문과학실을포함한 5개주제별자료실의비치자료 30

만권에자료의정보를내장(도서관코드, 청구기호, 등록번호등)한전자칩을부착했다. 이

로써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 DB와 연계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료의 대출

과 반납이 가능하고 장서 점검 등도 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서용 데스크

탑, 자가반납기등시스템구동을위한주변장치를설치하 다.

2004년에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격적으로 RFID 적용 경 정보시스템(MIS)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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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위한 3개년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즉 RFID를이용한도서관이용자카드체제를

도입해통합정보시스템(KOLIS)과효율적인연계체제를구현하여‘RFID 적용경 정보시

스템(MIS)’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소장 자료 관리 업무 체제를

확립하고자하 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RFID 적용 경 정보시스템

(MIS)은 장서관리, 관내대출·반납및열람, 이용자관리등업무및서비스전반의효율

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소장 자료의 RFID 태그

부착, 자가대출기를이용한관련프로그램개발, 이용자카드제도도입, 이용자카드운

시스템구축등이단계적으로이루어질계획이다. 이에따라 1차구축사업으로 8종의운

장비와RFID 태그 25만개및이용자카드를도입·구축하 다.

앞으로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까지총 500만책에RFID 태그를부착하여장서관리,

관내 대출·반납 및 열람, 이용자 관리 등 업무 및 서비스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

화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7. 온라인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OASIS)

온라인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오아시스)은현세대의지적문화유산인인터넷웹자원을국가적인차원에서수

집·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대비

한다양한디지털콘텐츠확보, 디지털환경에서웹자원납본체계의연구등에그목적을

두고개발한시스템이다.

‘출판시도서목록(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1년 8월 26일

부터 12월 26일까지 4개월간에걸쳐개발한내용은온라인저작물의수집·보존·활용업

무개발, 미수집된온라인저작물의검색및관리방안, 온라인저작물수집을위한저작권

관리 방안 등이었다. 2001년에 개발한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은 웹 자원 수집·보존의

국가적인차원에서최초로시도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2003년 12월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수집팀을 정보화담당관실에 구성하여 본격적인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

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다. 초기에는 주로 2001년 개발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온

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 다. 이후

2004년 2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

운 위원회를 발족하고, 2004년 3월부터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본격적인 수집을 시작했

다. 전담수집팀은초창기 3명(팀장 1명, 전산직 1명, 사서직 1명)의인원으로출발하여현재

총11명(정규직3명, 비정규직8명)의다양한학문분야전공자로구성되어운 중에있다.

현재국립중앙도서관에서수집하고있는온라인디지털자원의유형은크게인터넷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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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와 웹 문서 두 가지 유형이며, 수집 대상은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보존 선정 지침

에 의한 국내의 가치 있는 웹 자원으로 선택적 수집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지

역 축제, 국회의원 선거, 신행정수도, 독도 등의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정부 및 공공 기관

홈페이지등을평균 3Depth 깊이로수집하고있다. 수집대상디지털자원중에는인쇄형

태로 존재하여 중복 수집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복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지침에부합하면수집대상으로삼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양질의디지털정보자원을확충하고현세대의

디지털 문화 유산의 구 보존을 위하여 개발한 온라인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은다음과같다.

첫째,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관리기능으로수집대상디지털자원의간략정보, 포맷,

저작자 정보, URL 정보 등의 메타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Web Robot)이 수집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있다. 또한수집문서에대한자동분류와요약문추출기능을갖추고있으나, 온

라인디지털자원의비정형적인특성으로정확한결과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이다.

둘째, 온라인디지털자원목록작성기능으로수집한온라인디지털자원에대하여장기

보존및이용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주제식별및정리등의작업을수행하는기능이

다. 목록작성의첫단계는수집온라인디지털자원에고유번호를할당하여이를바탕으로

분류기호참조, 분류지원시스템, 키워드생성등의기능지원을바탕으로목록작업을수

행하는것이다. 목록작성을위한메타데이터는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이용되는더블린

코어(DC) 메타데이터형식에따라작성한다.

셋째, 온라인 디지털 자원 보존 관리 기능으로 목록 작성이 완료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서지정보및운 환경정보를장기간(Long-Term) 보존하기위해필요한작업을수행하

는기능이다. 보존관리의핵심사항은‘미래의접근가능성’이다. 온라인디지털자원을미

래에완벽하게판독하기위해서는수집된디지털자원의현재하드웨어, 네트워크, 운 체

제, 응용소프트웨어등필요한모든정보를저장하고있어야한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시대에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가며 디지털 문화의 주도권 경

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도서관 설립과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엄청난 노력

을 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은 현재가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미

래세대에문화적정체성을이어주는연결고리이자지적유산을담아내는타임캡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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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1. 추진과정

가.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업무보고

1999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첨단 기술 도입과 전자도서관 구축을 병행한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 장

관에게 보고하면서 사업을 가시화시켰다. 이는 기존의 도서관 시설이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보존에 미흡하고, 장서 증가량에 비해 수장 시설이 부족하며, 1일 3000명 이상이 이용

함에따라공간을확충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시행되었다.

나.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예비타당성조사

2001년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2월 15일에 직원들로 디지털도서관건립T/F를 구성하 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로부

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년 3월 7일부터 약 4개월간

자체 연구원과 고 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Arthur Anderson GCF Inc. 컨

설팅사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 연구원들은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의 타당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을 정책적·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국내 기

초 조사와 프랑스, 국,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실지 조사 등을 거

쳐 7월 6일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에관한최종결과보고서를기획예산처에제출하 다.

KDI의최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따르면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의경제적편

익비용비율은 1.70으로분석되어, 디지털도서관의건립자체가경제성이매우높은사업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조사팀은국립중앙도서관의보유장서규모가수장능력의70%

에근접해2007년에는서고부족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여서고증축의필요성을제기했는

데현재의건물을증축하여사용하기는불가능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이에따라국립중앙도

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 정보의 납본 및 구 보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기위해서는서고증축이불가피한것으로판단하 다. 

아울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서고 규모는 2020년까지 그 기능을 수

행할수있는것으로전망하 다. 이는외국의사례를감안할때적정한것으로판단되었으

며, 국고 지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를

대상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고 지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은 경

제적 효과가 매우 양호한 사업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2년도 연구 용역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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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 1월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2월 4일에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내위원회구성및회의,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구성및회의등을개최하 다. 또 3월에조달청에계약을의뢰

하고, 6월 10일에‘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용역’계약을체

결하 다.

다.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 용역 실시

2002년 6월 10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의 기본 계획(프로그램) 수립 용역업체로

연세대학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 다. 연세대학교는 건축 부문에 삼우건축사종합사

무소, 정보시스템부문에 LG-CNS를공동참여업체로구성하 으며, 이들업체와함께 12

월 10일까지용역사업을수행하 다.

용역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부

족한 서고 시설을 해결하는 최첨단 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세계 국립도서관의 현황을 조

사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참고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성격 및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는 해외 유명 컨설턴트의 자문과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포함되어 있었

고, 사업 수행 과제는 본관과 학위논문관, 그리고 새로 지어질 건물의 기능 및 역할 설정,

향후국립디지털도서관의운 방향제시, 건축물구상및건축설계지침수립등이었다.

2002년 7월에는용역사업과관련하여 국국립도서관등선진도서관에대한벤치마킹

을하 고, 9월 6일중간보고서에서연세대학교, 삼우건축사종합사무소, LG-CNS가그동

안의연구진행상황을자문위원과직원들에게보고하 다. 이후 12월 4일 관내위원회검

토 회의, 12월 6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검토 회의를 거쳐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기본계획수립기술용역보고서’를제출하 다.

보고서는크게문헌정보분야, 건축분야, IT 분야를다루었다. 연구진으로는한상완연

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았으며, 문헌 정보 분야는 문성빈 연세대학

교문헌정보학과교수, 건축분야는백준홍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IT 분야는김성혁

숙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가각각분야별연구책임을담당하 다.

최종 보고서의 기초 자료 조사 부문에서는 국내 신축 도서관과 외국의 주요 국립도서관

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유사 시설을 조사 분석하 다. 또 이를 토대로 국립디지털도

서관의성격및기능은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도서관운 기본계획은기존의방식과새

로운기법과의접목을, 조직및인력개발기본계획은본관과학위논문관의역할을제고하

여인력부족에대비해향후시대변화에따른조직편성을제안하 다. 

아울러정보시스템구성계획은향후의정보기술을고려해시멘틱웹을기반으로제시

하 고, 도서관 관리 운용 계획은 건물의 안전도와 서고 환경 계획을 다루었다. 건물 기본

구상부문에서는주변환경의장점을최대한살리고국가문화의상징이될수있는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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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도록안을설정하 다. 이외에도타당성조사및설계지침서, 설계경기지침서등을

수록하 다.

라.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국제심포지엄개최

2002년 10월 14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관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 다. 이 심포지

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연구 용역을 수행중

인연세대학교가주관하 다. ‘디지털도서관, 건축과 IT의 만남’이라는주제로관련자 350

여 명이 참석하여, 점차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자원의 관리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의기능수행과도서관서비스의극대화를위하여건립추진중인국립디지털도서관의기본

방향과도서관건축에관하여논의하 다.

기조 발표는 연세대학교 한상완 교수가‘디지털 시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계획 기

본방향’을, 문헌정보분야로는박소연계명대교수가‘국립디지털도서관성격, 기능, 조직

인력 개발 기본 계획’을, 로버트 알렌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지식 경 을 위한 디지털도

서관’을, 나카이 마치코일본 국립국회도서관디지털정보기획실장이‘국립국회도서관디지

털도서관서비스의발전’에대해발표하 다. 건축분야에서는백준홍연세대교수가‘국립

디지털도서관 건물 기본 구상’을, Kohn Pederson Fox Associates PC의 제임스 본 클렘

퍼러씨가‘디지털시대도서관건축의진화’를발표했다. IT 분야에서는백우진미국매사

추세츠대교수가‘디지털도서관의전자자원관리’를, 미국과학재단(NSF)의 프로그램디렉

터인 제인 프레이 씨가‘NSF NSDL: 정보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회’를 발표하 다.

주제발표후참석자들은디지털도서관건립시컴퓨터공학과문헌정보학간의협력상의어

려움, 새롭게건립될국립디지털도서관의상징성과전통적도서관과의차별성, 국립디지털

도서관의조직과기능변화등에대해토의하며높은관심을나타냈다.

마.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공사발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공사는 2003년 3월 건설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

형공사입찰방법심의결과에따라설계·시공일괄(Turn Key) 방식으로결정하 다. 이

어 2003년 7월 1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가 주변 지역 주민

민원해소등 6개항이행조건으로통과되자, 건립부지에대한감정평가(10월 21일~12월

20일)를실시했다. 아울러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조건사항인주변지역민원해소를위

해서초구반포4동전세대에게홍보자료(1만 부)를 제작해배포하 고, 지역주민을대상

으로 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 설명회를 12월 15일과 12월 26일에 걸쳐 두 차례 개최하

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비 증가 문제 발생 등으로 예산

당국의대안부지검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04년 3월 23일건립부지를국립중앙도

서관관내부지로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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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개최(2002년)



2004년 6월 29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이 다시 통과되고 시

공 관리 일체를 조달청에 일괄 대행 약정 체결(2004. 8. 25)하여 입찰 안내서(설계 지침)

작성을외부전문기관(건축사사무소)에의뢰하 다. 2004년 11월 22일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건설교통부)에 입찰 안내서 심의를 요청해 의결됨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가 확정

(2004. 12. 4/기획예산처)되어턴키공사발주(2004. 12. 20)를하게되었다.

2005년 6월 7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입찰에는 대림산업, 태 , 현대건설 등 3사가

응찰하여 건설교통부의 기본 설계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종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현대건설이선정되었다. 실시설계는정림건축에서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진행해‘국립

중앙도서관 설계도서 검토단’,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

여 의견을 반 하 으며, 11월 23일 건설교통부의 실시설계 적격자 심의 결과에서 적합한

것으로결정되었다.

이처럼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은 2005년 기본·실시설계및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

의, 서울시 교통 향심의위원회 평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사

업(도서관, 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12월 13일 현대건설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공사계약, 12월 16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과감리계약을체결하고본격적인건립공

사를시작하 다.

바.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발족

국립중앙도서관은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5년 8월부터

별도조직을구성하여건립추진단을발족하 다(단장 : 신인용). 건립추진단은건립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구성할 콘텐츠와 정보 기술의

개발과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사.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구성및운

2005년 9월에는‘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 다. 건립자문위원회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콘텐츠, 문헌정보, 정보기술등관련분야의위원총 15명으

로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이상호(홍익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위원장을비롯해주범(건국대학교건

축학과교수), 홍 균(홍익대학교건축학과교수), 김기봉(중앙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 조

세환(한양대학교조경학과교수), 유호선(숭실대학교기계공학과교수), 김홍범(국립중앙박

물관 관리과장), 설기환(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력기술부장), 전종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식정보관리단장), 문성빈(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동열(이화여자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교수), 이상구(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원규(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

수) 위원과 강창석 기획연수부장, 이치주 자료관리부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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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국립디지털도서관 실시설계와 관련해 1·2차 자문 회의를 진행하 으며, 각

분야의자문의견을실시설계에반 하 다.

아.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공식

2005년 12월 16일도서관내국제회의장과전면광장에서‘디지털도서관건립기공식’을

거행하 다. 이날기공식에는정동채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

원회위원장, 한상완한국도서관협회회장등도서관관련인사 300여명이참석하 다. 국

립국악원의 축하 공연인‘사물과 북모듬’을 시작으로 기념식, 상물 상 , 발파식 순으로

진행된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공식은디지털정보시대를열어가기위한새로운도서관

역사의시작을의미하는것으로서도서관계및정보통신계의지대한관심을받았다.

2. 건립개요

가. 건립목적

국립디지털도서관의건립은정보자료저장매체의다양화에따른디지털정보의망라적

수집·가공·보급및보존을위한국가의지식정보인프라를확충하는데목적을두고있

다. 또디지털정보이용의 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여전국민의정보접근성과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의기반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나. 건립공사개요

국립디지털도서관의시설규모는연면적 1만 1500평(지상 3층·지하 5층)으로종합 상

음향실, 디지털 상관, 온라인정보실, 그룹스터디실, 전시실, 브라우징테크등이용시설과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항온항습실, 자료인수실 등 서고 시설을 비롯해 콘텐츠기획개발과,

온라인자료수집과, 주제DB정리과, 프로그램운 과, 이용보존과, 비도서자료 수세실 등 업

무시설과기계실, 전기실, 주차장등으로구성된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00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07억

8300만원(공사비 980억원, IT 180억원, 부대경비 47억 83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다.

다. 기대효과

21세기정보사회를구현하는문화인프라기반시설인디지털도서관을건립함으로써세

계적인 정보 강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 도

서관 및 정보 제공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및 디지털 정보 교류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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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연혁]

◆2000. 2. 1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사항 / 도서관 정보화 환경 조성

◆2001. 2. 14 문화관광부 주요 업무 대통령 보고 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 보고

◆2001. 3 ~ 6 기획예산처 주관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2002. 6 ~ 1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기술 용역(연세대학교 외)

◆2003. 3. 24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건교부) 결과‘설계·시공 일괄’입찰

◆2004. 12. 4 총 사업비 규모 확정(기획예산처)

◆2004. 12. 20 국립디지털도서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 공고

◆2005. 1. 14 국립디지털도서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 현장 설명회

◆2005. 7. 14 기본 설계 심의 및 평가(건설교통부)

◆2005. 7. 21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조달청, 현대건설)

◆2005. 8. 3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서울시/조건부가결)

◆2005. 10. 21 서울시 교통 향평가 심의 통과(서울시/조건부가결)

◆2005. 11. 23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05. 12. 6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

◆2005. 12. 8 공사 감리 입찰

◆2005. 12. 9 공용 건축물 협의 완료(건축 허가/서초구청 건축과)

◆2005. 12. 16 감리 계약(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

◆2005. 12. 16 국립디지털도서관 기공식

◆2005. 12. 20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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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서관협력활동의변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1~45조(도서관 협력망의 구성·운 )에 의

거하여 도서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서 국내 도서관의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주관하고 있으

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립도서관 및 대학, 연구 기관의 도서관, 도

서관 관련 국제기구 등과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적으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 전반에 대한 대외 교섭 창구 역할을 담

당하고있다.

국내도서관과의교류협력은 1945년해방후부터시작되었다. 해방과함께지방에서지

역 발전을 위해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생겨나자, 도서관 설립자들은 사립 공공도서관 신설에 대한 제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국

립도서관에지도와협력을요청하 다. 

국립도서관은해방직후의사회적인혼란을맞은각지역의사정을파악하기위해, 1946

년 1월 9일 전국의 도서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도서관을 지도하고

협력하는 자료로 활용하 다. 또 공공도서관 외에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신설하는 각

급도서관들과도설립계획단계에서부터긴 한유대관계를맺어, 개관준비기간에국립

도서관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 지원 등을 수행하 다. 아울러 1945년부터

1947년경까지는도서를구입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아, 지방도서관으

로부터도서와잡지의구입등에관한의뢰가들어오면, 이를구입하여발송하는등적극적

인협력을아끼지않았다.

이후 1964년 1월에‘지도협력과’신설을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 및 다른 도서관과 유대

를 맺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7개관 41명이참석한가운데전국공공도서관장회의를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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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70년대 들어 시범도서관 지정 제도 운 ,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

한활동을통해공공도서관에대한협력활동을전개해나갔다. 또한국회도서관, 서울대학

도서관 등 국립대학도서관과 친선 체육 대회 등을 개최했는데 이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1981년 3월 16일에는 서울대 도서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으

며, 5월 21일에는 제1차 공동운 위원회를 개최하 다. 또 1985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

까지양일간에걸쳐전국시범공공도서관장세미나를, 1986년 4월 30일에는신설공공도

서관 관계자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과 연계해 도서관의 전반적인

발전을모색해나갔다. 

1989년에는도서관법제정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을중앙관으로하고각지역에대표도

서관을지정한도서관협력망이구축되어, 각종도서관간에분담수서, 공동목록, 상호대

차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가 시작되어 컴퓨터를 활용한 수서,

목록, 열람서비스등에대한다양한강습을개최했다. 

아울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과 PC용 도서관업무전산화 패키

지(KOLAS)를 개발하여공공도서관을비롯한전국도서관에무상배포하여업무의효율성

을기하 다. 

1997년 4월부터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

동기념회관을국립중앙도서관의지방출판물납본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지방거주출판자

들이 자료 납본을 편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문헌의 충실한 납본을 유도하 다. 현재

는인천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전광역시립한밭도서관등이추가로참여하고있다. 

또 19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AIST 과학도서관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여 Z39.50 및 메

타검색기반통합전자도서관체제를구축하 다. 현재는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

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등 7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아울러 1998년 1월부터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문헌정보 DB를 제공받

아국가문헌종합목록DB 구축사업을전개했다. 이에따라현재국립중앙도서관과전국공

공도서관 49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한 종합목록 DB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여 업무

의효율성과이용자정보접근의편리성을도모하고있다. 

2000년 5월에는공공도서관환경개선을위해서울지역을제외한공공도서관에미술품

을 지원하 다. 또 2001년 1월부터 정보 환경의 윈도우(Window) 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해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했으며, 국

립중앙도서관은 이같은 노력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 DB를 구축하

여도서관직원의업무효율성을높이고이용자에게보다다양한정보원을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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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분야의 국제기구(단체) 활동 및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우리나라도서관계의현황과국립중앙도서관의주요사업등을세계각국에소개하

며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고, 정보교류및협력을통해급변하는

도서관계의국제동향을파악하고국제도서관계의변화를적극수용해우리나라도서관계

발전을선도하고있다. 또한국제기구(단체)에서발행하는자료중에서국내다른기관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학술 잡지나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용 서비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황을 제공하여 국제표준 제정에 협력하는 역할도 수행

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9년 5월 2일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 단체회원으로, 미국

도서관협회(ALA)에 준회원으로, 국제문헌연맹(FID)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

로, 1969년 9월 28일에는 국도서관협회(ELA), 프랑스도서관협회(ABF), 일본도서관협

회(JLA), 호주도서관협회(LAA)에 가입하 고, 1970년 12월 26일에는 국제문서관협의회

(ICA)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외에는 예산 부족 등

의이유로활발한활동을전개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한편 1969년 5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국립도서관장회의에 이창세 관장, 장일세 사서과

장이 참석하 으며, 1976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IFLA World

Wide Seminar’는 29개국대표 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도서관자원과국가발전’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후 1979년 제45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코펜하겐 총회 및 제6차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에 황천성 관장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198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본

에서열린제2차아세아·오세아니아지역국립도서관장회의에노계현관장이참가하 다.

한편 1990년대에는 1990년 8월 24일에 국제ISBN관리기구에, 1991년 8월 27일에는

ISSN국제센터에정식가입하여업무를개시함으로써표준화된서지정보를제공하여협력

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5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에는 김동철 사서가 참가하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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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23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7년 2월 20일에는 국제연합(UN),

1997년 4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시작하여 세계무

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기탁에 의해 신속하게

수집하여 이용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에서 개최되는 도서

관관련각종국제회의에참여하여국제적의제를다루며한국도서관계의세계화에이바

지하고있다.

해외 도서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외국과의 문화 교류는 도서관 간

의 협력 활동이 근간이 된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가와도서관분야에대한문화교류협정을체결할때는국립중앙도서관이체결상대

국가도서관의협정체결부서에일정기간동안의추진계획및실적과향후계획및아이

디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 및 1967년 3월 13일 도서관법 시행령

에서‘국제 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납본규정’(대통령령 제2964호) 을 공포함으로써 자료

의 교환에 의한 국제 교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1966년 미국과‘한·미 공간행

물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미국 정부는 미국의회도서관

을교환상대기관으로지정하여자료교류를시작했으며, 현재는세계각국의국립도서관

을비롯해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과도교류관계를맺고있다.

국제교류처의개설은유네스코헌장을기반으로하여두나라간의협정체결에의해이

루어지나, 대부분은 양국 간의 문화 협정을 근간으로 도서관 당사자 간의 직접 약정 등에

의해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서채택된국제상호대차원칙에의거해국내이용자의요청에따라국내미소장외국

자료에대한이용·복사서비스와외국도서관및연구기관등의요구에의해국내자료의

이용·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 관

련학술논문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한편해외도서관간교류협력은 1990년대들어서각국의정보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

는방향으로확대되어갔으며, 1990년대후반에는구축된네트워크를바탕으로업무및인

적교류등도서관직원의전문성향상등을도모하며그기능을확대해갔다. 이에따라국

립중앙도서관은인접지역국가국립도서관과의교류를강화해양국의도서관현황에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다. 이에 1997년부터일본국립국회도서관및중국국가도서관과매년정기적으로업무교류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싱가포국립도서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2005년도

에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체코국립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전반에 걸친 폭 넓은 교류를 맺는

등그범위를확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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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협력활동

1. 도서관협력망구축

가. 시범도서관지정제도

시범도서관 지정 제도는 도서관법 제17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국립중앙도서

관 직제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해 국내 각급 도서관의 지도·지원 업무의 하나로 시행

되어 일정 기간 공공도서관을 그 지역의 모범 도서관으로 육성하여 도서관계의 발전을 이

끌고있다. 시범도서관지정제도의시행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70. 5. 21 관장 지시 제8호로 시범도서관 제도 창설에 관한 지시 사항 시달

◆1970. 5. 29 시범도서관 제도 창설에 관한 계획서(안) 작성

◆1970. 6. 8 본관 과장 회의에서 상기 계획서(안) 심의·확정

◆1970. 6. 17 시범도서관 지정 규정안 초안

◆1970. 6. 18 상기 규정안을 본관 과장 회의에서 심의, 통과

◆1970. 6. 23 문교부장관에게 시범도서관 지정에 관한 승인 요청

◆1970. 7. 2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상기 승인 요청에 관하여 본관 관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라는 지시

하달 받음

◆1970. 7. 3 본관의 시범도서관 지정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립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을 1970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지정 시범도서관 후보로 선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

◆1970. 7. 8 강릉시립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에 시범도서관 지정 예비를 통보하고 운 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함

◆1970. 7. 23 운 계획서를 심의하여 강릉시립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을‘시범도서관 지정규정(示範

圖書館 指定規定)’에 의하여 결정

국립중앙도서관은 1970년 7월 9일‘시범도서관지정규정’을제정하고 1970년부터이규

정에 의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지도·지원하 다. 시범도서관 지정규정 제2조(정의)는“도

서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하고자

노력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지정하고 있

다. 이에따라도서관및지역사회주민을위하여최대한봉사하며, 도서관자료및기술적

인 지원의 필요 등이 있는 도서관을 시범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서관에 대해 사업

보조, 도서관자료대여, 공간물배부, 도서관자료상호대차, 도서관운 및기술지도등

자료 및 자료 구입비 지원과 업무 지원 등을 하기로 하 다. 한편 지정된 시범도서관은

지역사회유지들로구성된시범도서관운 자문위원회의설치, 연 1회이상의독서경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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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최, 향토문헌자료의발굴, 도서전시회개최, 연간사업성과발표등을임무로사업

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범도서관 지정은 2년간으로 하고, 시범 사업의 성격에 따라 1년

연장하기로하 다. 아울러지정된시범도서관에대하여는시범도서관현판식을갖고자료

및 자료 구입비 지원과 업무 지원 등을 하 는데, 1984년부터는 순회문고 등의 지원이 주

를이루었다. 

한편 1986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범 공공도서관 운 및 추진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공공도서관 운 협의회를 경기도립수원도서관에서 개최하여 ’86 시범공공도서관 운

, 자녀교육정보자료실운 , 직장인정보자료실운 등을협의했다.

그후 공공도서관의 지도 육성을 위한 시범도서관의 지원 및 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1993년 3월 26일‘시범도서관지정및운 규정’(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91호)을

제정하고 2003년까지 시범도서관을 지정, 지도·지원하 다. 시범도서관의 정의로 제2조

(정의)에 의하면“도서관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도서관으

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하여, 정의 부문에 지역사회 문

화발전이라는항목을추가함으로써도서관의사회적기능을확대하 다. 또한지역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천을받아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관씩시범도서관을지정하여운

함으로써지원의폭을대폭강화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 다. 

시범도서관으로지정된도서관에대해서는시범사업의지원, 도서관자료의대출(이 경

우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시범 사업에 대한 운 및 기술 지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범도서관은 시범 사업으로 열람 봉사 및 자료의

조직관리,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업무전산화, 향토문헌자료의발굴, 기타도서관및

지역사회문화발전에필요한사업등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시범사업기간은 2년을원

칙으로하되 1년 연장할수있으며, 사업 성과우수도서관및유공자에대한표창을할수

있도록규정하 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의 내용도 다양해져 도서관 문화 활동 및 문화교실 운 , 향토 문헌

자료의 발굴 및 운 , 자료 확충 및 분담 수서 제도의 운 , 작은도서관 운 지원, 도서관

전산화구축등지역사회주민문화공간조성및도서관전산화등이주를이루었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장애인 서비스, 디지털자료실 운 , 자원봉사제도 운 , 유아자료실 운

, 독서 진흥 등 지역사회의 전 계층을 아우르면서 독서 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

으로확대·심화되었다.

나.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

서관자료의분담수서·공동정리·상호대차제도등국내도서관간협력방안을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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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89년에 도서관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도서관 정보 협

력의중앙관으로하고, 각 지역에대표도서관을지정하는한편, 동법 제42조 제1항에의거

하여도서관업무의효율을높이고각종도서관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한연계체제를확

립해 나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독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대구광역시 중앙

도서관,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전직할시 시립

도서관, 경기도 도립수원도서관, 강원도 춘천중앙도서관, 충청북도 충북중앙도서관, 충청

남도 천안시립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립중앙도서관, 경상북도 도립구미도서관, 경상남도

도립창원도서관, 제주도제주도립도서관등을지역대표도서관(총 14개관)으로지정하 다.

이후 1990년 4월 27일국립중앙도서관소회의실에서지역대표도서관장회의를개최하

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 협력 활성화, 1990년도 춘계 공공도서관 세

미나 개최 협의, 공공도서관협의회 사업 계획(안) 중‘해외 연수’건 등에 대해 논의하 다.

이후 1991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소관부처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도서관의 소관부처가 문교부(현재 교육부), 내무부(현재 행정자치부), 문화부(현재 문화관

광부)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서 도서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주로공공도서관에한정되어전개하고있는실정이다.

1992년도에는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에서 지역대표공공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후부터는지역대표도서관별로순회하여개최할것을결의하 다. 이날회의의주요안건으

로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립·추진중에 있는 도서관정보전산망(KOLIS-NET) 구축

계획에따라국가정보능력의획기적인신장과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는국가

문헌정보 유통 체제 구축 기반을 확립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예산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과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

서직공무원에대한수당인상방안, 국민독서관련단체를통한국민독서활성화방안과

청소년을대상으로한우리고전읽기운동전개방안모색등을논의했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 1996년 9월 16일문화체육부의도서관협력망구성기본계획에

따라공공도서관지역대표관을서울특별시, 광역시및각도에1개관(총 15개관)씩지정하

다. 각지역에대표도서관을지정한것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42조제1항에따라도서

관업무의효율을높이고각종도서관의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한연계체제를확립하려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독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립시민도서관, 대구광역시

시립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 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

전광역시한밭도서관, 경기도도립수원도서관, 강원도춘천중앙도서관, 충청북도충북중앙

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중앙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립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립도서관,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 경상남도도립창원도서관, 제주도우당도서관등이지역대표관

(총 15개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1996년 10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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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하여 김진무 관장과 지역대표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협력망 구성

및운 계획설명, 중앙관의역할과지역별도서관협력망운 방향등을토의했다.  1997

년 5월 31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을중앙관으로하여서울정독도서관등 16개지역대표관,

순천시립도서관 등 35개 지방대표관, 서울 강남도서관 등 349개 단위도서관을 구성하

다. 1999년 4월에는기존에지역대표도서관으로지정된공공도서관의명칭과기능이변경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립도서관(구 무등도서관), 원주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등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을 일부 교체하 다. 아울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지역대표도서관이 겸임하고

있는지부장도서관도다시선출할것과회원도서관간의원활한업무협조를위해운 위

원도서관2개관중 1개관은교육청, 1개관은지방자치단체소속도서관으로교체선출할

것을 요청하 다. 이후 정착 단계를 거쳐 2004년 12월 현재 전국 487개 단위 공공도서관

이16개지역대표관을중심으로지역실정에맞는협력사업을개발, 운 하고있다.

협력 사업의 내용은 첫째, 도서관 봉사 활동으로 자료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이다. 즉 도

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 문헌 복사에 의한 자료 상호 제공, 팩스나 기타 전기 통신 수단에

의한 데이터 상호 제공, 연락 편에 의한 자료 제공 수단의 공동 운 , 도서관 공동 이용 안

내등이있다. 둘째, 자료수집관리면에서의협력으로자료공동선택, 자료공동구입, 장

서 구성 분담 수집, 도서관 자료의교환, 공동 보관, 공동 제본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

조직화의 협력으로 책 자체 또는 온라인 목록의 종합 목록, DB 작성에의 참여, 공동 정리

등이 있다. 참고 조사 및 서지 작성에 있어서도 서지·색인·초록의 공동 작성, 참고 결과

의공동이용등을들수있다. 셋째, 도서관운 관리면에서의협력으로는도서관설치·

육성 면에서의 협력과 도서관 정책·도서관 관계 법규·기준의 책정·개정 등의 협력, 도

서관예산의효율적인관리측면에서의협력, 도서관윤리확립의협력, 도서관건축및설

비개선을위한공동연구, 도서관공동조사및평가, 도서관기술·봉사·운 의연구조

성을위한설비, 자금의제공과인원파견등을들수있다.

현재전국 16개지역별로실시운 중인공공도서관협력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소장 자료 DB 구축 : 지역대표관과 지역도서관 간의 소장 자료 DB 구축과 도서 관리 프로그램 단일화

방안 추진

◆목록정보온라인제공 :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도서관별자료검색등각종정보공유

◆상호 대차(자료 대출) : 지역대표관별 상호 대차 실시

◆분담 수서

지역대표관별, 도서관별 분담 수서에 따른 주제(특성화 자료) 지정과 예산 비율 책정

(도서 구입 예산의 5~20%)

일부 단위도서관에서 특성화 자료 부분적 수서 실시

◆관외대출 공유제(회원증 공동 이용) : 지역 내의 공동 이용, 기타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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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카드 공유제(복사 카드 호환제)

도서관마다 복사카드 리더기가 다양하므로 복사카드가 부분적으로라도 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코인 복사기 사용을 병용하도록 함

◆우편복사서비스

◆공동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 개설 및 이용 안내 책자 공동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 5월 12일에도서관협력망운 계획을수립하여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통보해각지역별도서관협력사업추진에활용토록하 다. 또 2001년

4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한국도서관협회와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도서관

협력망 협력 사업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도서관 협력망 협력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시행에참고하는한편협력사업표준업무처리지침으로활용하고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10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대강의실에서공공·대학도서관직원등

도서관관계자를초청해‘21세기지식정보시대의도서관협력방안’을주제로세미나를개

최하 다. 이 자리에서국립중앙도서관이연구용역사업으로실시한‘도서관협력망협력

사업표준모델개발연구결과’및‘주5일근무제도와공공도서관운 방안’에대한발표

와토론을갖고도서관협력체제강화와공공도서관의활성화를도모하고도서관환경변

화에대비한운 개선방안을모색하 다. 

‘도서관협력망협력사업표준모델개발연구’는국내공공·대학·전문도서관의협력

망 운 현황과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협력망 운 의문제점을도출하고협력사업의표준

모델을제시하는한편, 도서관협력망중장기발전계획과관련제도개선방안도제시하

다. 이연구용역결과는 2002년이후의도서관협력망협력사업시행에참고자료가되어

협력사업표준업무처리지침으로활용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협력망운 계획에따라도서관정보화사업과연계하여지역

특성에따라상호협력하기쉬운사업부터실시를확대하고, 효율적인협력사업개발에따

른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도서관 협력망 협력 사업 연구

용역 시행,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 도모, 민간 구축 상업용 DB 공

동 활용, 지역대표관을 통한 국가 문헌 수집 및 이용 확대, 자료의 공동 보존을 위한 기반

구축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국내도서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가 고도화·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적시

성·정확성·신뢰성을갖춘정보를보다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도서관간노력이절실

히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전국의여러도서관들은소장하고있는정보자원을공유하여

공동활용함으로써도서관과이용자의상호이익을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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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도서관과의협력

1) 공공도서관자료지원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장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지역 주민의 정보 제공 기회

를확대한다는목표아래기증및도서관이관자료등을공공도서관에지원하고있다. 이

에 따라문화관광부납본자료와국립중앙도서관기증도서중기납본된도서를중심으로

연간 4만여책이상이지원되었다. 

일반 자료는 시·도 지역대표관 16개 관에서 추천한 시범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자료 중 학위 논문은 논문자료실 운 도서관에, 전문학회지는 간행물실 운 도서

관에, 컴퓨터자료는종합정보실운 도서관에지원하고있다. 

아울러 특별 지원 형식으로 공공도서관 협력망 분담 수서 주제 도서관 및 신설·확장

등으로 자료 지원을 요청하는 도서관과 문고를 지원하고 있다. 기증 자료는 자료를 연중

수집하여 연 1회(매년 말) 지원하며, 도서관 이관 자료는 수요 조사 후 희망 도서관에 재

기증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부터 순회문고를 설치·운 하고 자료가 빈약한 지방 공공

도서관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일부를 장기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 다. 신청 도서관의 실태를 참고하여 대출을 결정하 는데, 대출 책수를 살펴보

면 1945년부터 1972년까지는 1000책 정도 고, 1973년부터는 2000책 내외 으며, 대

출 기간은 1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었다. 지원 자료는 지역 환경에 맞춰 설치 대상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대출하 으며 그밖에 새마을운동,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1945년부터 1974년까지 설치된 순회문고를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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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는공공도서관지도·지원강화사업으로전국300개관에 3만 6000책을지원

하 고, 2000년도에는 문화관광부, 분관 이관 자료, 기증 자료 등 8만 5913책을 3차에 걸

쳐전국공공도서관320개관에지원하 다. 

2001년 초에는 공공도서관 자료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역대표도서

관에서 추천한 시범도서관으로부터 자료 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 다. 이에 따라 일반 도

서는 16개 시범도서관, 학위 논문 자료는 대구서부도서관, 컴퓨터 자료는 대전서구갈마도

서관 등 9개관, 기증 자료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균등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신

설·확장되는도서관이특별히자료지원을요청하는경우, 2001년도지원자료의 10% 범

위내에서지원하기로하고 1만 2555책을 4회에걸쳐 16개시범도서관을포함한 401개 공

공도서관에지원하 다.

이어 2002년에일반도서는 16개시범도서관, 학위논문자료는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

컴퓨터자료는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등 8개관, 기증자료는전국공공도서관에균등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 다. 또한 납본과 제공 자료 및 기증 자료 등 4329책, 비도서

1807점을 16개시범도서관을포함한437개공공도서관에지원하 다.

한편 2003년에는 2차에 걸쳐 4548책, 비도서 474점을 16개 시범도서관을 포함한 419

개공공도서관에지원하 다. 또도서관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국내민간구축상업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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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문고 설치 현황]

연 도 문고수 책 수 문 고 명 비 고

1945~1950 3 1,222 진주, 수원, 양도서관

1956~1959 4 청주시립, 충주시립, 천안읍립, 제주도립도서관

1961 1 350 경기도 여주샛별문고

1964 1 542 전북 옥구군 애양회문고

1965 4 1,392 도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충주 청원군 문의문고 64년도 설치

1967 4 1,392 안양순회문고
66년도 설치

3개문고 계속 운

1968 4 3,000 경주시립도서관, 강화군립도서관, 파주도서관

1969 6 6,120 진주시립, 원주, 강릉, 경주, 강화군립, 파주도서관
67년도 설치

1개 문고 계속 운

1970 6 4,620
강릉시립, 원주, 진주 암, 파주군립, 경주시립,

2개 문고 회수
강화군립 도서관

1971 5 6,944
강릉시립, 진주 암, 부여군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시흥군 자매부락

1972 6 7,300
강릉시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남해군립,

부여군립, 시흥군 자매부락, 홍천군립도서관

1973 8 12,650
홍천군립, 여수시립, 안서초등학교, 연천군립, 용인

시립, 대전시립, 천안시립, 이리공공도서관

1974 3 3,500 한걸음도서관, 임실공공도서관, 강원교육연구원

- 

creo




자매체자료(web version DB)를 구입하여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역사

학보(역사학회발간)를 비롯한국내학회지 108종과조선왕조실록등한국학관련자료 18

종등의자료를이용하게했다.

2) 공공도서관업무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제5항에‘타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업무에관한지도및원조’에따라전국각급도서관의운 방향등에대해순회지

도를했는데, 특히중앙보다지방의도서관, 기존도서관보다는신설도서관을주대상으로

실시하 다. 국내 공공도서관 업무 지도를 통해 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서관 업무

의효율적인지원체제확립및도서관정책수립의지침으로활용하기위함이었다. 시범도

서관 16개관을 비롯해 군 단위 소재 소규모 도서관 50개 관 등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업무지도요원은 사서 업무 및 도서관 행정 업무

에 능숙한 직원으로 구성하 다. 공공도서관 업무 지도 관련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 의 전

반적 사항, 도서관 협력 활동 현황, 도서관 정보화 및 열람 봉사 활동 현황, 자료 수집·정

리등이포함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에 가족열람실 설치 운 방안, 족보실 설치 운 방안, 기업

정보자료실 설치 운 방안 등‘공공도서관 업무 참고 자료’3종을 발간 배포하 다. 주로

분관 운 경험을 토대로 엮은 것으로 공공도서관 및 지방문화원들이 지역 사회의 종합문

화센터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또한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독서교

실의 기본 운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권장도서목록 및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부상 등

을제작·지원하고있다.

3) 공공도서관환경개선지원

1991년부터‘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PC용 단행본 시스템(PC용

KOLAS), UNIX용 단행본시스템, 1994년에는 PC용및 UNIX용 연속간행물시스템을개

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했으며, 2000년에는 대상층을 전문·특수·학교도서관

270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하 다. 1993년에는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4개 관에 전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소장 문헌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 으며,

1996년에는 나머지 지역센터 6개 관에 국산 주전산기 TICOM System 및 주변 기기 등을

도입·지원하여공공도서관지역센터 10개관이전산망을연결해운 하도록하 다. 또한

도입·지원한장비에대해서는매년장비도입업체와유지보수계약을체결·지원함으로

써지역센터의전산기기운 에대한안정성을제공해왔다. 

한편 1999년 5월부터는 KOLAS의 윈도우 버전인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Ⅱ)을 개발, 200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 고 2004년 말 385개 관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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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0년에는 지방 공공도서관의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김환기의‘나르는 두 마리 새’,

모네의‘아르장뛰유의 항구’, 르느아르의‘꽃병’등 국내외 유명 화가의 복제품을 (주)교보

문고와 (주)구미무역의협찬을받아지원하 다. 

4) 도서관협력회의

각급 도서관과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 회의를 마련하고, 2000년 3월 3일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에서 제1차 도서관협력회의(참석 인원 51명)를 개최하 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

원협력과황인관과장이 2000년도사서직교육훈련계획및공공도서관자료지원에대하

여 설명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최경호 사무관이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

보급에관한경과를보고하 다. 또한표준자료관리시스템개발업체인ECO 정순 실장이

동시스템을시연했다. 이후 11월 10일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에서개최된제2차도서관협

력회의(참석인원 58명)에서는도서관자료에대한제적·폐기관련연구추진에관한보고

를가졌다. 이와함께정보화담당관실여위숙사무관이도서관정보화사업추진현황과관

련하여 정부의 2001년도 도서관 정보화 추진 계획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계획에 대하

여설명하 으며, 사서직공무원해외연수에대한논의가주요내용으로다루어졌다.

200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에서 개최된 2001년 제1차 도서관협력회의(참

석인원 54명)에서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협력망협력사업표준모델개발연구와공공

도서관제공온라인출판물구입및지원, 2001년도도서관직원의외국도서관연수계획,

공공도서관 자료 지원 등을 설명하 다. 11월 28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01년제2차도서관협력회의(참석인원 58명)에서는도서관협력세미나개최및외국도

서관연수일정조정과공공도서관직원의사기고취를위한문화관광부장관표창확대가

논의되었다. 

한편 2002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서제1차 도서관협력회의(참석인원 75명)

를 개최하고, 도서관 정보화 추진 계획 및 공공도서관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공동 구매에

대한 설명과 2002년도 도서관 직원의 외국 도서관 연수 계획 및 공공도서관 자료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울산중부도서관에서 개최하여(참석 인원

70명) 전자책 구입 및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 지표 개선 방안과 권역별 자료보존관 설치 등

지역별협력사업에대한안건을논의하 다.

5) 외국도서관연수

공공도서관직원의업무능력배양과대국민문헌정보서비스수준향상을위하여전국

의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2일

부터 18일까지 총 26명이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 일본의 6개 도서관을 둘러보았으며,

2002년도에는 11월 27일에서 12월 6일까지총 16명이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의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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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공공도서관을견학하 다.

6) 지방출판물납본대행제도실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 지방 출판물의 충실한 납본을 유도하여 국가기록문

화유산을보존하기위하여납본대행제도를실시하고있다. 즉지방납본의무자의편의를

도모하고지방출판물을효율적으로수집하기위하여 1997년 4월 9일에부산광역시립시민

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3개 관을 납본 대행 기관

으로지정하여운 하 으며, 1998년 4월 13일인천광역시립중앙도서관과대전광역시립한

밭도서관을추가로지정해(현재 5개관) 운 하고있다.

나. 유관기관과의협력

공공도서관외에도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등과도지속적으로자료및업무를통

한 상호 협력을 모색해 왔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자료, 업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향에서 활발한 협력 활동을 펼친 시기 다. 또 1990년대에는

각기관이구축한 DB의공동활용및제공방안등의협력활동을하 으며, 2000년에들

어와서는컨소시엄을구축해국내외상용 DB의공동구입·이용과디지털정보자원의공

동보존을통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9년 6월 25일에 교통(交通)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연합 배

구대회를개최하여도서관직원들의체력증진과친목도모를통한원활한업무수행을도

모하 고, 이어 10월 3일에는 도서관연합운동회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 다.

1972년 6월에는 국회도서관과 공동으로 친선 체육대회 개최,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국

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립 3개 도서관 친선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친 한 협력

관계를유지하 다.

1968년부터 상호 대차 제도를 실시하 는데, 이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열

람봉사를하기위해서타도서관에소장되어있는자료를도서관상호간에대출하여열람

자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1966년에 각 2회에 걸쳐 조정위원회 및 전체 회

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67년 9월 6일에 상호 대차 제도의 공동 발기, 1967년 10월 11일에

상호 대차 협정안 채택, 1968년 2월 2일에 이 협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 1968년 11월

18일에상호대차협정의시행세칙을채택했다. 이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 국방대학도서

관,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시립남산도서관, 서울시립종

로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한국연구원도서관 등 10개 도서

관이 1968년 11월 20일상호대차협정을체결·운 한결과 196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81건 232책이상호대차되었다. 이후 1970년 6월 10일 건국대학교도서관, 서강대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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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중앙대학교도서관등이추가가입하여 14개관이되었으며,

107건 615책이상호대차되었다.

1981년 3월 16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장이 업무와 자료의 상호 협력

을위한합의서를교환하고, 5월 21일 제1차 공동운 위원회를개최하 다. 이날회의에서

는양도서관전산분야직원의파견근무, 친목체육대회및기타상호협력등에대해토

의하 다. 이와함께자료의급증으로인한도서관업무의대량화및복잡화에따라발생하

는 제반 문제 및 문헌 자동화 처리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상호 협동하여 공동 방안을 강구

하자고하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1993년 1월 3일에 각 부처 행정자료실 지원기획반을 구성하고

연계방안을모색하 다. 이사업의일환으로국가차원의해외소재기록물의합리적인수

집 체계 구축을 위해‘기록보존관련기관협의회’를 발족하 다. 2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정부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안보연

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독립기념관, 국립 화제작소, 국방군사연구소, 국회도서관,

한국 상자료원, 외무부(외교사료담당관실) 등 12개 기관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

의회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 기록보존관련기관 업무협조규약(안)을 확정하고 의장 기

관에국립중앙도서관을선출했으며간사기관으로정부기록보존소를선출하 다. 

이후 제1회 기록보존관련기관협의회 정기 총회가 정부기록보존소 등 10개 기관이 참석

한가운데 10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개최되어해외소재한국관련기록물수집에관

한 각 기관의 1993년 실적과 1994년 계획을 발표하 다. 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

는 12개기관이수집한해외소재한국관련기록물의종합목록발간과그재원조달에있

어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며, 제2회 기록보존관련기관협의회는

한국 상자료원에서개최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4월 30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연구 기관 및

정부각부처자료실수서관계자회의를개최하고, 국가정책자료의효율적확충및활용

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 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산하

13개 정책 연구 기관과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 8개 자료실의 수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상호대차등자료의공동이용과공동수서방안을검토했다. 또국내외국학술잡지구독

총 목록 DB 구축, 구입 자료 목록상호 교환등을 주요협력 과제로 설정하고긴 한 상호

협조체제를다졌다.

2001년에는 2월 2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학술정보공동활용과상호협력

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전국 공공도서관의 목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구축한 204개 대학 도서관의 종합 목록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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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구축할 학술 정보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 혹은 분

담하여구축하며, 목록데이터입력표준등정보자원의표준화를위하여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국내외상업용데이터베이스구입시가능한한공동구입해활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학술 정보화에 관한 행사와 이벤트, 국내외 세미나를 상호 후원하거나

공동개최한다는내용도포함했다.

이후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200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국립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서비스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종합 목록을 상호 연계하는 종합목록시스템을 이용

하도록했는데, 대학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의종합목록DB를, 공공도서관은한국교육학

술정보원의DB를검색하여자료를내려받을수있도록했다.

한편 2002년 1월 29일에는 도서관 관련 교수 등 도서관계 중진 인사 40여 명을 초청하

여 2002년도국립중앙도서관주요사업에대한보고와디지털도서관건립협의등도서관

추진사업과국립중앙도서관발전방안에대한폭넓은의견교환의기회를가졌다.

이어서 2003년 3월 18일에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간

의 상호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자료 교환, 데이터베이스 교환 활용, 전자도서관 자료

의공동이용, 데이터베이스구축등교류협력으로양기관이지식과정보의공유및협력

체제를구축해대국민서비스의효율성을높이게되었다. 또 2004년 3월 19일에국회도서

관회의실에서간담회를열고양도서관의상호협력을통한도서관발전에대해논의하

다. 이 자리에서 도서관 실무위원 구성 및 운 방안을 비롯해 양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

DB 이용 방안, 국립중앙도서관구축목차 DB 이용 방안, 국회도서관구축정기간행물기

사색인이용방안등을논의하 다. 이어 4월 20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임병수관장)과국

회도서관(정호 관장) 간의 간담회를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열고, 각 도서관의 역할

존중및협력적발전의필요성에대한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 다. 또 5월 13일에는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연구원, 국립중앙

박물관등의관계자가참석해제1회‘디지털문화유산보존에관한자문회의’를개최하고

‘디지털문화유산’보존을위한법과제도정비와함께공공도서관의‘디지털납본제’정착

등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

다. 기타협력활동

1) 전국도서관인큰모임

도서관진흥법의발효(1991. 4. 9)와더불어도서관정책업무를이관받은문화부는우리

나라도서관의일대도약을다짐하고자‘전국도서관인큰모임’을개최하 다. ‘전국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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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큰모임’은우리나라도서관의발전적인미래상을제시하고문화정보센터로서의도서

관의기능과역할을모색하고자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회에걸쳐개최되었는데, 회를거

듭할수록국립·공공·학교·전문도서관및문고등이참여하는종합적인행사로확대전

개되어 갔다. 문화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전국 도서관

인 큰 모임’은 도서관 유공자 시상, 도서관학 및 도서관 운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로 세계

화·정보화를대비한국민정신문화기반을조성하여종합문화정보공간으로서열린도

서관의기능과역할을지향하 다. 

2) 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운 되고 있는 공공도서관협의회는 국립중

앙도서관이 주관 운 하며, 운 예산은 회원 도서관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으로충당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협의회가입신청접수처리, 협의회총회개최, 운 위원회회의개최

및업무지원, 특별연구위원회업무지원, 협의회일반업무지원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와함께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는국립중앙도서관후원으로매년공공도서관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해왔다. 1968년부터 1992년까지 연 2회(춘계, 추계) 개최되

다가, 1993년부터 봄철에는‘공공도서관대회’를 개최하고 가을철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변경하여 1995년까지계속되었다.

제3절국제협력활동

1. 국제기구및국제회의를통한협력

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참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은 1927년 창설되어 제3세계 도서관의 발전, 자료의 보존과 보

호, 세계 출판물 공동 이용, 문헌 정보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컴퓨터 적용 표준 작성 및 통

제 조정, 국제 원격 통신 정보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제69차 IFLA 총회부터는 공식 명칭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로 사용하고 있다. 각국의 도서관협회, 도서관 및 정보 기

관, 개인이 가입해 있으며 전 세계 150개국 1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매년회원국을순회하면서 8월중 1주일간개최되고있는데 2500명 이상이참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북한은 1970년에가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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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제40차 IFLA 총회에서 1976년제42차대회의개최지를서울로확정함으로써아

시아지역에서는우리나라가최초로대회를주관하게되었다. 그러나공산권국가의반대와

불참으로 IFLA 총회는스위스의로잔에서개최되었고, 서울에서는 1976년 5월 29일부터 6

월 5일까지 29개 국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커힐호텔에서‘IFLA World Wide

Seminar’로학술회의만개최했다. 대회주제로‘도서관자원과국가발전- 동양에있어서

의동양자원의이용과통제’가채택되어동서양문화유산인문헌을앞으로의문화발전을위

해합리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 토의했다. 한편대회개최와함께우리나라도서

및금속활자전시회를열어한국출판·인쇄문화의선진성과우수성을세계에널리알리는

계기로삼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9년부터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에 관장 이하 직원들이 참가하

고있으며, 1989년부터는 IFLA 연차총회중병행개최되는각종분과회의에가입해한국

의 도서관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참가자들은 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도

서관현황을발표하고도서관각분야별세계적발전동향을파악하여국내에소개하고있

다. IFLA의 8개 부회(Division)의 47개 분과(Section) 중 34개 분과에가입하여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분과는다음과같다.

1. 연구도서관부회 : 국립도서관분과(National Libraries Section)

2. 전문도서관부회 : 족보지역사분과(Genealogy and Local History)

3. 공공학교도서관부회 : 공공도서관분과(Public Libraries Section), 소외계층봉사도서관(Library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Section), 어린이청소년분과(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학교도서관분과(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4. 서지조정부회 : 서지분과(Bibliography Section), 목록분과(Cataloguing), 분류색인분과(Classification

and Indexing)

5. 자료서비스부회 : 수서장서개발분과(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상호대차분과

(Document Delivery and Interlending Section), 연속간행물분과(Serial Publication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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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자료분과(Newspaper Section), 정부출판물분과(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s), 희귀본분과(Rare Books and Manuscripts), 참고봉사분과(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6. 관리기술부회 : 보존분과(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ection)

7. 교육연수부회 : 교육연수분과(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 도서관사분과(Library Theory and

Research), 문헌정보학술지분과(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8. 지역활동부회 :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Asia and Oceania Section)

한편, 199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학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도서관협회연

맹(IFLA) 총회논문공모사업을수행하여, 90여편의응모작중에서 10편을채택해 IFLA

총회에 전달해, 1996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62차 IFLA 총회에서 김태승 교수(경기대학

교 문헌정보학과)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공모와 함께 채택된 논문 발표자에 대해서는

총회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등사서교사의 연구 활동도 지원하여, 1998년

제64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서는 함명식(금옥여고), 이병기(공항고), 송기호

(개포고), 박현주(언남고) 씨가논문을발표하 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 기구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활

동과 한국 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제60차

IFLA 총회에서 쿠바 국립도서관 부관장(Lic Xonia Jimenez Lopez)은 각국 도서관 관련

주요 인사들의 면담 자리에서“한국과는 국가적으로 미수교국이기는 하지만 문화 예술의

교류를 통한 외교가 가능하므로 도서관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으

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연구하는 기관인 아시아·오세아니아연구소 소

장(Jose Marvel Galego Montano)은“한국의국립중앙도서관과학술자료교류를희망한

다.”는의견을피력하기도했다.

1999년 방콕 제65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서는 한국 도서관계의 수년간에

걸친지속적인대회유치노력과적극적인활동으로2006년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

회지로 서울이 확정·발표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본부 실사단은 1999년 서울

을방문해회의장, 호텔, 국립중앙도서관등을방문하여실태를파악하는등총회개최지로

서의제반환경과조건들을점검하여한국을총회지로결정했다. 이로써 2006년서울대회

는 세계 180개국 3000~4000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가 모여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

블, 총회등의행사를거행하게되며, 도서관및정보화관련대규모의국제전시회는물론

개최국의 주요 도서관과 문화유산들을 탐방하는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하는 전 세계 도서

관인의축제로치러지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2006 서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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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를 진행해 왔다. 서울 대회는‘Libraries: Dynamic

Engines for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도서관 : 지식사회의역동적엔

진)’를 대주제로 정했다. 준비위원회는 2002년 2월에 결성되어 국립중앙도서관 이경구 열

람관리부장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하 으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본부와 협력하여

대회진행을위한사전작업을수행해왔다.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

원회는 신기남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위원장 아래로 기획위원장, 기술위원장, 운 위원장, 협력위원장이,

또각위원장아래로3명의분과위원장이업무를분담하고있다. 

한편 2002년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서는 북한인민대학습당 정태경

부총장과 이혁성 씨가 북한 도서관 대표로 참석하여 남북한 국립도서관 대표가 처음으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서함께대화를나누는기회를마련하 다. 

2003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귀원 고서전문원을 포함한 국내 도서관인 7명이 국제

도서관협회연맹(IFLA) 상임위원으로선출되어적극적인대외활동을수행하고있다.

나. 국제회의참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내의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i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와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국립도서관장회

의(Conference of Directior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 CDNLAO)

등에서활발한활동을보여주고있다.

1)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는각국의도서관정책을개발하는국립도서관의최고책임자들이

모여도서관및정보환경변화에따른대응방안과공동관심사를토의하고해결방안을모색

하는회의체이다.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는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기간중에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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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IFLA 상임위원 현황]

위 원 분 과 명(Section)

박은봉 아시아·오세아니아분과(Asia and Oceania)

이귀복 보존분과(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이귀원 족보·지역사도서관분과(Genealogy and Local History)

이숙현 수서·장서개발분과(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이 숙 소외계층도서관서비스분과(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이재선 목록분과(Cataloging)

이혜은 희귀본분과(Rare Books and Manuscripts)

조재순 도서관사분과(Library History)

현혜원 신문자료분과(Newspapers)

creo




하며각국의국립도서관에만회원자격을부여해각국가들의도서관발전현황에대한발표

와회의의각현안사항에대해의견을발표하고교환하는자리가되고있다. 1974년제1회회

의를개최한이래112개국100여명의국립도서관장이참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의 자격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979년제6회회의에황천성관장이참석하여, 국가서지의컴퓨터처리방안, 즉 MARC에

관한 사항과 국립중앙도서관간의 서지 교류(Report from International MARC

Network Steering Committee) 및 납본법등에관하여토의하 다. 1996년 중국북경에

서열린제23회회의에는김진무관장이참석하여서지레코드와관련된의제, 전자목록에

대한접근방법, 홍보와마케팅활동등에대하여토의하 다. 뿐만아니라교류사업을추

진하고있는일본·중국·싱가포르국립도서관관장과의별도만남을통해출판물과전문가

교류의협력강화를위한협의를추진했다. 또한1998년네덜란드암스텔담에서개최된제25

차회의에는정기 관장이참석하여‘국립도서관과초고속정보망’등의현안의제를논의했

다. 2000년 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열린제27차회의에는윤희창관장이참석하여도서관

홍보와마케팅에있어서의국립도서관의역할, 평생교육목표를추구하는 UNESCO와세

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와의 협력 사업, 국립도서관의 정의에 대한 문제, 전자 출판물

납본등을논의하 다. 

이어서 2001년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제28차 회의에는 신현택 관장이 참석하여 단일유

럽도서관(TEL), 호주국립도서관의 PANDORA 프로젝트등에관한여논의하 다. 2002년

8월 21일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9차 회의에는 신현택 관장이 참석하 으

며, 2003년에는 임병수 관장이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제30차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제로디지털자료식별자에대한표준화와유네스코디지털자료보존헌장및디지털문

화유산 보존 가이드 라인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각국 국립도서관의 정보 격차 해소 활동이

소개되었다. 2004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31차회의에는임병수관

장이참석하여 로벌게이트웨이프로그램과관련한한·미간협력방안과한 ·로마자

변환표기목록데이터, 2006년 서울에서개최될국제목록전문가회의(IME ICC)와 한 로

마자번자시스템에 대해 논의하 다.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사무총장인 R. 라마

찬드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 도서관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의역할등을협의하 다.

2)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국립도서관장회의는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의 지역분

과 회의로 아시아·오세아니아의 5개 지역(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

세아니아) 회원국의 국립도서관장이 참석한다. 회원국은 28개국이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도서관의발전을위한협력증진과정보교환을목적으로 3년마다회원국을순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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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모임을 갖자’는 호주국립도서관장 조지

찬드러(George Chandler)의제안으로 1979년도에호주캔버라의국립도서관에서제1회대

회가개최되었다. 현재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사무국으로연간3회에걸쳐뉴스레터를발간

하고있으며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에서매년활동을보

고하고있다. 

1982년도에는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차 회

의에노계현관장이참석해‘90년대를향한국가중앙도서관의책임’이라는주제발표를했

다. 이밖에도서관자원의상호이용, 출판과도서관활동, 파손자료의보존, 도서관협력,

법정납본과서지활동등의주제발표를하고결의문을채택했다. 그 내용은도서자료공

동 이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 국립도서관 간에는 국제 대출과 복사 서비스를

할것, 각국정부는국사서지편찬에적극적지원을해줄것, 납본제도를강화할것, 자료

의효과적인보존방안을강구할것, 뉴스자료를발간교환할것, 시설을훌륭하게갖춘도

서관은그렇지못한도서관직원의전문화교육을담당하며, 유네스코와국제도서관협회연

맹은 교육 훈련의 기금을 제공할 것 등이었다. 또 참가자들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립중

앙도서관, NHK 방송국, 일본인쇄주식회사등을시찰하 다.

1995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호주브리즈번에서개최된제6차회의는 24개국립도서

관의 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호주국립도서관장인 워론 호튼(Woron Horton) 의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김용문 관장을 대신해 호주국립도서관에서 연수중인

김동철사서가참가하여‘5차 CDNLAO에서채택된권고사항에대한우리도서관의추진

현황’을 발표하 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의 자국 Country Report 발표,

UNESCO의 Memory of the World 사업 보고, Internet/The Information

Superhighway, 호주와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NDIS와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의 최근 도서

관개발현황이발표되었다. 

2000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싱가포르국립도서관주최로개최된제8차회의에는황

인관 지원협력과 과장과 박은봉 사서가 참석하 다. 이 회의에서는 CDNLAO Newsletter

를당분간인쇄물과전자물두가지형태로계속발간하고, 회원국가에서자국의도서관계

및 관련 기관의 최근 발전 상황에 대한 Country Report를 제출할 때마다 웹 사이트에 정

기적으로수록갱신할것등을결의하 다. 

이후 2004년 9월 9일 중국국가도서관주최로개최된제12차 회의는권재윤열람관리부

장과 이 숙 사서가 참석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들의 최근 활동 상황과 핵심

업무에대한정보수집및경험을공유하 다. 특히국가간디지털자원공유를주요논제

로삼아각국국립도서관의주요사업을중심으로한국가보고서발표및국가간협력사

업을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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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시아도서관인대회(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CONSAL)

동남아시아도서관인대회(CONSAL)는동남아시아지역도서관관계자뿐만아니라이지

역관련정보를다루는국가전문가가다수참석하는세계적인국제회의로 3년마다회원국

을순회하여개최되며지역내도서관인의긴 한교류와협력에이바지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

시아도서관인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황인관 지원협력과장과 박은봉 사서가 참석하 다.

회의 기간중에 아시아 최초의 도서 무역전인 아시아국제도서전과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도

서관물품과서비스소프트웨어의국제전시회인국제도서관엑스포가동시에개최되었다. 

또한 2003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12차 회의에는 권재윤 열람관리부장과

김명희사서사무관, 이 숙사서가참석하 다.

다. 기타협력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이외에도국내외에서열리는각종워크숍, 세미나등에참가하여활발

한협력활동을하고있다.

1985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아세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와공동으로제2차아세

아태평양지역(ASPAC) 도서관학대회를 서울 프레지덴트호텔에서 10개국 744명이 참석한

가운데‘동아시아서지정보를위한상호협력’을주제로개최했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은우리정부가 1990년부터동남아국가연합에특별협력기금을제공

해이지역국가들과실질적인관계증진을하고자각분야에서시행해오고있는협력사업

의 하나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고위직 사서(Senior Librarian)의 한국 도서관 연수 사

업을실시하 다. 이에따라 1995년에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의국립도서관고위직사서를

대상으로‘한·아세안도서관전산화와미래’를주제로세미나를개최한데이어, 6월 19일

부터 29일까지 아세안 6개국 국가도서관의 고위직 사서 각 1명씩을 초청하여‘한·아세안

고위직사서연수및세미나’를개최했다. 이세미나에서각국국가대표들은자국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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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와정보기술이용현황및전망’에관해발표하고, 국가문헌정보센터인국가도서관의

운 기법과정보기술활용에관한경험과지식을교환하는토론회를가졌다. 또한국의도

서관및정보관련기관을방문하여최신정보기술을이용한정보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

보았다.

1998년에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의고위직사서 10명을

초청했는데, 이들은연수기간중인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한·아세안정보네트워크현

황과협력’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 다. 최은주경기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의사회로

진행된세미나에서는참가국대표자들의주제발표가동시통역으로진행되었으며전국각

종도서관사서와문헌정보학과교수등 200여명이참석해활발한토론및상호정보를교

환하 다. 10월 29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에서‘한·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구

축가능성’을주제로워크숍을열고국립중앙도서관을비롯한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

관등을견학하 다.

또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 1996년에 11월 28일부터 22일까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의 5대 핵심 프로그램(Core Programme) 중 하나인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PAC) 프로그램의 아시아지역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자료 보

존 국제 심포지엄에 이수은 사서가 참석하 다. 이 자리에서 이수은 사서는‘악천후 및 천

재지변에 대비한 자료 보존 환경 대비’를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 현황과 보존

환경개선을위한노력에관해발표하 다.

2001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에서주최한‘제1차한·중·일인명전거통제회의’에이치주정보화담당관

과 이재선 사서가 참가하 다. 이 회의에는 중국국가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각 2명의 대표가 참가해 자관의 저자명 전거 통

제와 관련한 MARC 형식의 구조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 회의는 일본 도

서관계에서한국어, 중국어로된문헌이증가하고같은한자문화권이라는점에서서지데

이터를상호참조하여이용할기회가늘어나는데다, 각국에서컴퓨터에의한국가서지, 전

국 종합 목록 작성 기법이 보급되며 저자명 처리 기법도 상당 수준 발전함에 따라 학술 정

보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인명에 대한 표준화 처리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시작되었다.

2001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동경 국립정보학연구소(NII)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인명전거통제회의에는기민도사서와이재선사서가참석해‘KORMARC에의

한 저자명 전거 데이터 작성-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3개국

은자국의MARC에기초한인명전거데이터의실질적사례를발표하고이를비교, 검토하

는시간도가졌다.

이어 2002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교토대학도서관에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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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제3차 한·중·일 인명 전거 통제 회의에는 이

재선사서등한·중·일관계자 40여 명이참석해

일본, 중국, 한국의 전거 레코드 구축 현황을 논의

했다. 아울러 링크 기법을 구사한‘가상 국제 전거

파일’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연구중에

있는‘서지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에대한이해를

넓히기위해미국의회도서관의바바라틸렛(Barbara

B. Tillet) 박사의특별초청발표회도열렸다.

또한 2003년에는한국문학번역원과공동주관으

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장에 한국관

을마련하고‘한국속의독일문학, 독일속의한국문학’전시회를열었다. 이 전시회는우

리나라가 2005년도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주빈국(The Guest of Honour)으로 선정됨

에따라행사를준비하는입장에서, 미리독일문학에대한한국인들의관심을보여주고문

화적유대감을표명하고자기획되었다. 전시내용은국내에번역출간된약 360여종의독

일문학서중주요작가의작품 500책과한국의전통적미를알릴수있는장정자료 40권

을 함께 소개하 다. 준비 작업과 전시 기간 동안의 홍보를 위하여 김수정 사서와 안인덕

사서가참여하 다.

2003년에는신인용학위논문관장과이 숙사서가제6차아시아디지털도서관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 으며 싱가포르도 방문하여 미

래형하이브리드도서관모형개발을위한아시아지역사례조사도실시하 다. 이와함께

대만국립도서관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세계 국립도서관 관련 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국

립중앙도서관은전경사진과내부시설사진, 최근 연보및 문요람, 석보상절사본(보물

523호), 도서관소개자료들을제공하 다.

한편 2004년 11월 15일에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자료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국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3개국의 자료보존전문가

를 초청해 자료 보존 처리 기술 및 관리 전문화 방안을 논의하는‘한·중·일 자료 보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국가도서관의 쑤핀훙(蘇品紅) 선본특장부 주임과

저우충룬(周崇潤) 선본특장부 연구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가네바코 히데토시(金箱秀俊)

자료보존과 과장과 구바 마사카즈(久芳正和) 계장 등 4명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대학 및

공공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기록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내 144개 기관에서 197명이 참

석하여 각국의 자료 보존 현황과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3개국의 보존 협력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보존 세미나를 통해 자료 보존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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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국내보존분야의중심센터뿐만아니라동북아시아지역내

자료보존에대한국제협력기반을조성하는데크게기여하 다.

2. 해외도서관과의MOU 체결및협력

가. 업무교류협력

1) 미국도서관계와의교류협력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 1966년 9월 4일 미국의회도서관과‘한·미 공간행물 교환에 관한 협

정’을체결한이후지속적으로자료교류를하고있다. 

1980년 황천성관장은미국정부의초청으로 2월 18일부터 1개월간미국의각급도서관

및 문화 기관을 시찰했다. 황천성 관장은 미국의회도서관과 뉴욕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

지의 공공도서관과 하버드대학·예일대학·캘리포니아대학·스탠포드대학 도서관 등을

방문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국제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서관 관계 인사를 만나 자료 교

환확대문제, 양국도서관의유대강화와도서관업무자동화에대해협의하 다.

1981년에는 구미 선진국의 해외 도서관 및 연구 기관에 한국 관계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자료정리요원을파견해해외에산재된한국문헌의이용도를높이고구미도서관계의문헌

정보 자동 처리 방식을 파악해 국내 도서관 자동화 사업에 참고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택준, 황문성사서등이 1월 15일부터 1개월간브리티쉬콜롬비아대학교, 사우스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비롯해캐나다의토론토대학교등을방문했다.

1982년에는김선오협력연구과장이미국교류처교육문화교류계획에따라리처드워

커(Richard L. Walker) 주한 미국대사의 초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에 걸쳐 미국의 도서관계를 시찰했다. 방문단은 스미소니언연구소, 미국의회도서관, 예일

대학교도서관등미국내한국학기관을방문해유실된한국학관계자료의마이크로필름

복제와 학술 자료 교환 증대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아울러 198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의현규섭전산실장이김형만홍익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함께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

지 20일간해외주요국립도서관을시찰했다. 이방문의목적은해외주요국립도서관의건

축계획과건물구조및시설현황파악과각국국립도서관에서전개되고있는정보의컴퓨

터 처리 실태 파악 및 기법 연구, 국제 협력 체제의 가입 및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었다. 주요 방문처는 미국의회도서관, 캐나다국립도서관과 토론토 공공도서관, 독일 베

를린국립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과유네스코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등이었다.

2004년에는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권재윤 열람관리부장과 이 숙 사서가 플로리

다에서 개최된 미국도서관협회 연차 총회(ALA Annual Conference)에 참석했다. 방문단

은 총회 개최장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서울대회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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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면서 총회 참석 한국학 사서와 한 로마자 표기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도서관협

회(ALA)의 차기 회장인 고어만 박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관련 협회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아울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위싱톤의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방문하여

한국 자료 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국가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북센터 활용, 한국 자료 현황 조사 및 로마자 표기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다. 이어

OCLC를방문해국립중앙도서관과의협력사항을논의하 다.

2) 일본도서관계와의교류협력

일본도서관계와의교류는 1987년에일본학술정보센터가국제공동연구로한자를이용

한 학술 정보 데이터를 구축·이용하기 위해, 문자 코드 세트의 표준화 문제를 검토하고자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하여 학술 정보 네트워크 국제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

에 따라 1989년부터 일본 문부성의‘국제공동연구’의 조성비를 받아‘동아시아 문자 데이

터국제교류에관한실증연구’가국제적인적교류에의한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1992년 1월 29일에는정희천관장이제11회 공개강연회에참석해‘한국에있어서도서

관정책의전환과국립중앙도서관의위상’에대하여발표하 다. 또동년 11월 20일에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열린제12회공개강연회는‘학술정보와표준화’라는주제로 국, 미

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7개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

며우리나라에서는조원호열람관리부장이참석하 다.

1997년부터는 한·일 문화·체육·청소년 분야의 교류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국립중앙

도서관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간에‘한·일 국립도서관 간 업무 교류’가 실시되면서 도서

관발전과협력관계증진을적극도모하 다. 구체적인업무교류방법은상호주의원칙에

따라양국도서관이 2년에한번씩교류할업무를협의해선정하고, 상대측직원 3명을초

청해 주제 발표와 세부 업무 추진 내용을 토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제의로인적교류사업을추진해동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이경구과

장, 기민도 사서, 이재선 사서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해 납본 제도, MARC시스템,

이용서비스제도에대한주제발표및토의를가졌다..

1998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초청으로 제2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사업이 실시

되었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방문단 일행인 오카다 미쓰오(岡田

三夫) 도서관 협력부 국내협력과장, 다야 히로유키(田屋裕之) 총무부 주임참사, 시부야 마

사오(涉谷正雄) 수집부 자료보존과 과장보좌가 방한해 양국의 도서관 협력, 자료 보존, 전

자도서관에대한주제발표및토의를하 다.

1999년에시행된제3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는일본국립국회도서관초청으로 5

월 24일부터 31일까지신인용열람봉사과장, 이치주사무관, 한정원사서가참석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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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렸다. 참가자들은 양국의 도서관 서비

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 동향에 대한 의견

을 나누고 와세다대학교 종합학술정보센

터 및 지부동양문고, 오사카시립중앙도서

관을견학했다.

2000년에는 제4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세미나를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외국 자료의

수집과국립도서관의정보제공기능(전자

출판물을 포함하여)’이라는 주제로 개최했

다. 스즈키 나오코(鈴木尙子) 전문자료부 부부장, 무토 도시유키(武蔬壽行) 자료수집과장 보

좌, 이시카와다케토시(石川武敏) 전문자료부아시아자료주사등일본측방문단은세미나와

함께서울대학교규장각, 국회도서관등을둘러보았다.

이어 2001년 제5차 한·일 도서관 업무 교류 세미나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권재윤

분관장, 이경애 사서, 황면 사서 등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서관인의 훈련과 재교육’을 주제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시아경제연구소 자료센터, 국제기독교대학도서관, 교토부립도서관(京都府

立圖書館) 등을 방문하고 서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운 과 전문 자료 입수 방법 등에 관

하여조사·연구하 다. 한편김대중대통령이 1998년일본방문시제의한한·일도서전

과관련해 2001년 9월과 11월에‘한·일도서관전시회’를개최하기로하고양국도서관의

전시대상자료목록을확인해교환하는등실무자들간의상호이해와신뢰를구축하는계

기를 이루었다. 그러나‘한·일 도서관 전시회’는 한·일 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개최되

지못했다.

2002년 제6차 한·일 국립도서관 간 업무 교류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국립중앙도서

관에서‘한·일 국립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과 이용자 서비스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일본 측에서 사이라이지 히데히코(西來路秀彦) 주제정보부

부부장, 이토 요시코(伊藤淑子) 주제정보부 인문제1계장, 오쓰카 아키토(大塚晶乙) 국제어

린이도서관 기획공보계장 등이 참가해 새로운 도서관 이용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누었는데, 특히 디지털도서관 건립과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

유하는장이되었다.

2003년에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원문DB의구축과활용’

이라는 주제로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회가 열렸다. 신현태 열람봉사과장, 이선 사무

관, 차경례 사서가 방문하 고, 국제어린이도서관과 국립정보과학연구소, 국립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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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관(關西館),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을 견학하며 일본 도서관 관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2004년 제8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회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국립도서관

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부주제로 개최되었다. 일본

측대표로도자와아쿠코(戶澤幾子) 지부도서관과장, 유사히로유키(遊佐啓之) 기획·협력

과 과장보좌, 가와이 미호(河合美穗) 관서관 전자도서관과 네트워크정보계장이 참석해 활

발한토론을벌이며양국의도서관발전을위한지속적인정보교류의필요성을인식했다.

3) 중국도서관계와의교류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의한·중수교이후중국국가도서관(북경도서관)의적극적인출

판물교환의사와인적교류제의에따라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를활발히시행해왔다. 

1993년 7월 18부터 25일까지 조원호 열람관리부장과 박연근 행정사무관이 북경도서관

을 방문해, 양 국가도서관의 상호 교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출판물 교류와 국립도서관장의

상호교류방문에관한사전협의를했다. 이후 1994년 4월북경에서양국국가대표도서관

간의협력을위해 1차회담을가졌다. 1995년에는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로 10월 22

일부터 28일까지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등 3인을 초청하여 양국 도서관 간 전문가 및 자

료 교류 등 도서관 분야에서 협력할 사업에 대해 의논하 다. 특히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으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한국 고전 자료와 조선족에 관한 자료의 목록 조사 및

인수집사업을중점적으로협의하 다. 이외에김도현문화부차관등문화및도서관계

인사와 1995년부터시행될한·중문화교류계획등에관해의견을교환하고국회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등국내도서관을방문하게하는등긴 한협력체제를강화하 다.

또한한·중문화협정에따라추진된’95~’96 문화교류계획에따라 1995년 11월 1일부

터 7일까지 최 복 열람관리부장, 이치주 사서사무관, 심인선 사서가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해 중국의 류더유(劉德有) 문화부 차관과 중국 도서관 정책 기구인 도서관사(圖書館司

(局)의 두커(杜克) 사장(司長)을 접견하여 중국의 도서관 현황 및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소

개를 받는 한편, 양국 도서관의 교류 증진과 1996년 8월 북경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다. 이밖에 국가대표도서관인 북경도서관을 비롯하여 수도도

서관, 상해도서관, 충원취(崇文區)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푸단(復旦)대학도서관등을돌

아보았다. 1996년에도두커문화부도서관사사장을단장으로하여중국도서관대표단 5명

이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방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포

항공과대학교중앙도서관, 송파도서관등을방문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에 일본에이어중국국가도서관과 2년마다 3명의직원을상호

초청하여 양측의 협의로 선정된 업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과 방문 연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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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실시하는 한·중 국립도서관 간 업무 교류를 추진하 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2일

부터 8일까지중국국가도서관주허핑(朱和平) 상무부관장, 리중(李忠) 업무처처장, 진펑지

(金鳳吉) 도서채선부 주임 등 3인을 초청하여 양국의 납본 제도, MARC시스템, 이용자 서

비스제도에대한자관의현황을발표하고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마포도서관, 포항공

대도서관등을견학하 다.

1998년에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윤희창 지원연수부장, 조길숙 정보화담당관, 권재윤

자료조직과장이중국국가도서관을방문하여귀중도서보존관리, 외국자료수집정책, 한

국·중국도서의정리현황에대한주제발표와토론회를갖고중국도서관계를견학하 다.

이어 1999년에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국가도서관 대표자를 초청해 제3차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를 실시하 다. 장이엔보(張彦博) 부관장, 지앤롱쥔(蹇榮君)

감찰처 처장, 루이후이핑(劉惠平) 기획실 주임사서 등 중국국가도서관 대표단 일행이 국립

중앙도서관을방문하여‘문헌정보자원의공동구축및공유현황’을주제로하여양국의현

황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관내 견학 및 각 과별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류

기간중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규장각등을방문하여견학하 다.

2000년에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경구 열람관리부장, 최정소 행정사무관, 김명희

사서사무관이 중국국가도서관을 방문해‘도서관인의 훈련과 재교육’을 주제로 양 국가의

도서관인 양성 제도, 교육 현황,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

다. 세미나참석외에중국국가도서관의운 과정보서비스시스템을견학하고새로개관한

상해도서관도방문하 다.

2001년에는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첸리(陳力) 부관장, 후핑(富平) 업무처 처장, 마오지

아오메이(毛曉梅) 도서채선부 주임 등 중국국가도서관 대표단을 초청하 다. 방문단은 세

미나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 직원들과‘서지 작성 현황과 국가대표도

서관의 국가 서지 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현택 관장과의 면담에서

양국국가도서관이디지털도서관건립을위해실무적인면에서더욱긴 하게협력해나갈

것을제안하 다.

한편 2002년에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박종

문 지원연수부장, 신인용 열람봉사과장, 임재화 사

서가 중국국가도서관을 방문해 한·중 업무 교류

회를 가졌다. 제6회 업무 교류회는 인터넷 사용의

확산 등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

됨에따라양국국립도서관의정보이용서비스극

대화를위해새로운국면을모색하고자‘도서관이

용서비스현황과전망’이란주제를택하 다. 대표

단은 22일 중국국가도서관 관장을 예방한 뒤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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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통해고서의보존현황및시설, DB 구축현황등을둘러보고중국국가도서관분관

과상해도서관을방문하 다.

또 2003년 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는‘대한민국국립중앙도서관과중국국가도서관

간 교류 계획 비망록’을 체결하여 인적 교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

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국가도서관의 첸리

(陳力) 부관장, 왕둥보(汪東波) 업무처장, 하오서우전( 守眞) 자료부주임, 왕두(王渡) 연구

관원, 리지쯔(李吉子) 잡지자료부관원이참석하여‘디지털자원의수집과관리, 서비스: 진

일보한국립도서관의기능개척방안’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 다.

2004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중국에서개최된제8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에

는 김종문 지원연수부장, 심 섭 지원협력과 과장, 최경호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현혜원

사서, 홍 미 사서가 참석하 다. 대표단은 세미나 외에도 중국국가도서관 본관과 분관 등

전체 운 시스템을 견학하고 자료 보존 분야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하 다. 또 북경수

도도서관및문화시설견학, 감숙성국제도서관세미나참석, 중국내도서관네트워크현

황 및 세부 활동 조사 등의 일정을 수행하 다. 또한 임병수 관장과 김명희 사서사무관이

‘한·중 국립도서관장 회의’및‘중국국가도서관 제2기 공정 및 국가 디지털 공정 설명회’

에참가차중국국가도서관을방문했다.

중국국가도서관과의 업무 교류는 중국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살피고

양국 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 국립도서관은 상호

교류 인원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양국의 고서 전시 등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개발에더욱협력해나갈계획이다.

4) 싱가포르도서관계와의교류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1999년 방콕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 시 윤희창 관장이 크리

스토퍼치아(Christopher Chia) 싱가포르국립도서관장에게교류체결을제의하며양국국

가도서관간활발한상호교류활동을펼쳐도서관발전을도모하고있다. 

2000년 6월 2일에는 싱가포르국립도서관 Ng Yew Kang 국제협력부장과 Lin Kim

Char 도서관정책 및 표준화사업부 부장이 양국 교류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

관을방문하 다. 양측은연간 30종내외의출판물상호교환, 원문복사서비스및국제상호

대차서비스실시, 전문직원의교환방문과워크숍개최를통한전문지식의상호공유, 동

남아시아도서관인의지역협의체인동남아시아도서관인대회(CONSAL)와의협력등상호

교류사업분야에대해협의하 다. 

이와 같은과정을거쳐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 3월 12일‘대한민국국립중앙도서관과

싱가포르국가도서관관리국간양해각서(MOU)’에서명하고중국및일본에이어세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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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국립도서관과자료및인적교류를하게되었다. 신현택관장과싱가포르국가도서관

관리국크리스토퍼치아총재간에맺어진양해각서내용은국립도서관및도서관인의상호

교류를통하여국제협력및우의를증진하고양국도서관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업무교류

실시, 세미나개최, 양국도서관협력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양국

국립도서관은공동관심사로대두되고있는디지털도서관의구축과온라인출판물의납본및

저작권보호문제등에대한실질적인협력과교류를하게되었다.

5) 그외국가와의교류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비롯해 유럽 지역의 스페인, 불가

리아와함께미국등전세계로교류협정체결국을확대하며교류의폭을넓혀나가고있다.

또한 2000년에는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핀란드와문화교류협정을체결해이들국가

와의도서관관련교류실적, 향후협력계획및방안을제공하 다. 이와함께 2001년에는

주한루마니아대사관에서개국기념일(12월 1일)을 맞아 11월 29일사서연수관소강의실에

서‘Enjoy Rumania’라는 행사를 개최해 비오렐 이스티치오아이아(Ambassador Viorel

Isticioaia) 주한루마니아대사의연설과아드리안비아누(Secretary Mr. Adrian Bianu)

이등 서기관의 루마니아 전반에 관한 소개에 이어 대사관이 제공하는 간단한 리셉션을 열

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루마니아 대사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History of Rumanian

Literature’등 도서 55종 70책을기증하고양 국가의문화교류를강화했다. 또한 한·스

페인, 한·불가리아 간에도 문화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국가의 도서관 관련 교류 및

향후협력계획및방안을제공하 다. 

한편 2002년에는제3차한·일문화교류회의, 2002~2003년에는한·러문화공동위원

회, 제3차한·이스라엘문화공동위원회에도서관관련자료를제공하 다.

2005년 5월 20일에 김태근 관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국립도서관 Victor V.

Fedorov 관장과교류협정을체결하고정보및경험의공유, 직원인적교류특별초청및

직원연수, 출판물교환상호대차및문헌정보서비스등에협력하기로했다.

아울러 9월 2일에는 제1회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내한한 체코국립도서관 블라스티

예제크(Vlastimil Jezek) 관장과교류협정체결식을가졌다. 양국립도서관간교류협

정의 주요 내용은 정보 및 경험의 공유, 양측 국립도서관 직원의 연수·방문 등의 인적 교

류, 출판물의상호교환, 도서관발전프로그램의공동개발및교환등이었다.

우리나라는현재 93개국 286개 처와교류협정을체결하고있는데, 외교경로를통한정

부간협정체결과교류당사자간교류제의와수락으로교류관계를체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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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교류

1) 자료교환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6호‘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 교류’에 의거하여, 외국의 주요 도서관 및 학술 연구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국의 출판 정보는 물론 구입이 어려운 정부 간행물, 학술 자료, 각종 통계 자료, 국

제기구간행물, 도서관관련자료등을효율적으로수집하고있다. 

국제 교환용 자료는 정부간행물이 주를 이루는데, 수시로 발간물 조사를 실시하여 발행

기관에 2부 이상의 국제 교류용 자료 제공 협조를 의뢰하며, 신규 교환 자료는 어 등 외

국어저작물과한국을세계에알릴수있는발간물을우선적으로조사해수집하고있다. 이

렇게수집된정부간행물, 학술잡지, 각종통계자료, 한국학자료등은교류처에분기별로

연4회송부하고있다.

국제교환업무규정에서정한외국교환처로는각국의국립도서관을중심으로한국관계

를연구하는단체및연구기관, 대표적인학술단체및국제기구, 공공도서관및대학도서

관, 기타필요한기관등이다. 

자료의교환방식은등가등량교환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외국으로발송할국내자료

는양국의문화교류에이바지할수있는내용에역점을두기위해국립중앙도서관자료선

정위원회규정에선정기준을명시해두고있다. 즉 한국연구에도움을줄수있는한국의

풍속·역사·지리·문화·문예 등에 관한 자료를 주축으로 국제 간에 우의와 유대를 강화

할 수 있는 자료, 상대국의 도서를 번역한 자료, 상대국에서 요청해 온 자료, 기타 한국의

실정을소개할수있는자료등을포함하고있다. 또 한국정부간행물은가급적많은양을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정부의 업적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도

제공해주고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교환 자료의 가치 역시 상대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용성을 우선으로 선별하며 각종 학술 논문집, 공간행물 등의 비매품 수집에 역점

을 두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수집 방법은 외국 도서관에서 보내오는 교환 자료 목록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 자료 선정 기준에 의거해 상대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와 상대

국관련자료를주된대상으로심사하여요청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국제협력교류활동은 6.25 전쟁이끝난후부터시작되었다. 각계분

야에서 전후 복구 노력이 한창일 즈음, 교육계와 학계에서도 대학의 발전과 도서관의 확충

을 서둘 다. 그러나 국가적인 외환 부족은 물론 무역과 통상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해 생

필품과 부흥 물자가 더욱 필요한 때라, 도서관의 외국 자료 장서 확충은 여러가지 난제에

가로막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채워줄 새로운 방안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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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것이유네스코에서시발된도서관자료의국제교환이었다. 

1958년 파리에서개최된유네스코제10차 총회에서간행물국제교환협정이채택되자,

이를 근거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협의하에 국제교환센터 한국본부가 설치되었다. 하

지만 당시 국립도서관의 국제 교환 업무는 수서 업무의 일환으로 수서계 단위에서 시작되

어 그 활동이 미비하 다. 이후 1963년에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에 의거해 도서관 자료에

대한 국제 교환 업무를 부여받아 일부 외국의 국립도서관과 도서관 교류를 시작하 다.

1964년에는교환업무의양이늘어나면서내부편제상교환업무를전담할독립된책임부

서를 개설할 필요가 생겨 교환계라는 부서가 신설되기에 이르 다. 국제 교환 업무는 이러

한 내부 직제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활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1967년에

도서관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직제상 제도로 완전히 확립되어 오

늘에이르게되었다.

한편 1966년에는외무부를통해미국정부와‘한·미공간행물교환협정’을체결하여미

국의 각종 공간행물 전량을 교환으로 받아들 다. 또 1969년 3월 6일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양국학계에대한학술연구지원방안에관해의견을교환한것을시작으로미국의몇

개학회논문의원문및초록을입수하여한국의해당학회및연구기관에복사배부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어‘한·미 학회 간의 전문적인 유대 촉진을 위한 협약’체결에

최종합의한후지금까지양국간해당학회에서발표된사회·인문과학분야논문원문및

초록을 관계 학회 회원들 간에 교환하도록 하는 문헌 정보 제공 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업무로시행하고있다.

이와함께 1973년에는도서교환업무와국립중앙도서관규정이대통령령으로법제화되

었으며, 1981년에는한국과일본도서관문헌교류를위한의견교환과함께일본내의주요

도서관 및 각 연구 단체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계 자료 실태를 조사하여 한국 관계 문헌

목록을수집하 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는 1994년부터 연간 100책 내에서, 독일국립도서관과는 1999년

부터 연간 50책 내에서, 이란국제정치연구소와는 1999년부터 연간 30책을 교환하기로 협

약을 체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1997년에는 신규 수교 국가와 교류가 부진했던

국가의 국립도서관 등 34개 처의 도서관에 교류를 제의해 베트남, 파푸아 뉴기니아, 중국

운남대학 도서관, 스웨덴, 알바니아, 헝가리 제체니, 체코, 쿡아일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중앙도서관, 쿠바 호세마르티, 마다가스카르, 가나 등 12개 국립도서관과 교류의 장을 열

게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미얀마국립도서관, 이란외무부국제정치연구소등새로운국제교류처

와교환업무를개시하 다. 특히각국의국제정치및국제법을연구하는이란국제정치연

구소와 협정을 맺음으로써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증진

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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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국내에서 발간된‘일본 우익 연구’등을 일본에, ‘독일 철학과 20세기 한국

의 철학’등을 독일에 발송했다. 이밖에 국제교류처에 단행본 7종 500책(정부 간행물 3종

436책, 일반간행물 4종 64책), 연속간행물 122종 1만 8947책(정부간행물 24종 2431책,

일반간행물 98종 1만 6516책), 자국관련자료 77종 77책을포함하여총 206종 1만 9524

책을발송하 다.

이어 2001년에는국제교류처에단행본 165종 757책(정부간행물 9종 588책, 일반간행

물 5종 9책), 연속 간행물 96종 1만 8922책(정부 간행물 22종 2801책, 일반 간행물 74종

1만 6121책) 등 총 261종 1만 9679책, 자국 관련 자료 151종 160책(일본 70종 70책, 독일

81종 90책)을포함하여총261종 1만 9679책을발송하 다.

2002년에는 국제교류처에 단행본 8종 431책(정부 간행물 5종 154책, 일반 간행물 3종

277책), 연속 간행물 95종 1만 8996책(정부 간행물 23종 2752책, 일반 간행물 72종 1만

6244책) 등총 261종 1만 9679책, 자국관련자료 151종 160책(일본 70종 70책, 독일 81종

90책)을포함하여총 103종 1만 9427 책을발송하 다.

또 2003년에는 국제교류처에 단행본 1종 100책(정부 간행물), 연속 간행물 95종 1만

7289책(정부 간행물 21종 1720책, 일반 간행물 74종 1만 5569책), 자국 관련 자료 61종

62책(일본 45종 46책, 독일 16종 16책)을포함하여총 157종 1만 7451책을발송하 다.

2004년에는단행본 266종 1190책(정부간행물 25종 379책, 일반간행물 183종 708책),

연속간행물 98종 2만 7295책(정부간행물 16종 1257책, 일반간행물 82종 19472책)을포

함하여 총 220종 2만 180책을 국제교환처에 발송하 다. 자국 관련 자료는 일본에 103종

103책의자료를발송하 다.

이처럼국립중앙도서관의국제교환업무는일반교환관계와정부간행물의상호교환,

국가 정책에 따른 해외의 한국 연구 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자료 지원, 국제도서교환센

터의 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교환 업무는 물물 교환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수집에기여하고한국학연구의원천이되는한편한국문헌의해외진출과상호문화

협력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한·미 간 공간행물 교환 협정에 의한

지원 업무는 정부 간행물의 전량 교환 협정으로, 일반 교환 개념과 대비해 특수 협정에 의

한 특수 교환 관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 간행물의 문헌 가치는 오늘날 그 나라의 실제

적 행정의 바탕이 되는 행정 조사(行政調査)의 연구라는 점과 그 공성(公性)으로 더욱 중요

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정책 참고와 연구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요 선

진국및인근국가와협정을맺고정부간행물수집에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고려하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기증 사업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

고있다. 여기에는해외에설립된한국어과및한국연구대학과기관에대한자료지원, 세

계주요대학및연구·문화기관에대한기증, 한국관련연구를하는개인과교민도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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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대차상으로는 당장 손실의 요인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필수적인업무이다. 

2004년도에국립중앙도서관은 94개국 283개처와자료를교류하 다. 교류기관의관종

별, 지역별구성은다음과같다.

◆ 관종별 : 국립도서관 80개관, 대학도서관 135개관, 공공도서관 23개관, 전문도서관 45개관

◆ 지역별 : 아시아 지역 20개국 98개관, 오세아니아 지역 4개국 13개관, 북미 지역 8개국 65개관,

남미 지역 13개국 21개관, 유럽 지역 28개국 59개관, 아프리카 지역 21개국 27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은앞으로도상대국별교환자료의중요도평가에따라우선순위를정하

고 매년 교환처를 확대해가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관종별 도서관과 폭넓은 교류를 전개할

계획이다. 

2) 한국학자료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 한국과 한국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우리문화를세계에널리알리고자외국에있는한국학관련연구소및주요도서

관에 한국 관련 문헌 자료를 지원해 왔다. 한국학 자료 지원 기관은 2004년 말 19개국 43

개관으로 북미 지역이 하버드옌칭도서관 등 18개관, 유럽 지역이 국 런던대학 동양아프

리카연구소등 13개관, 아시아지역이중국연변대학·일본큐슈대학한국사연구소등 9개

관, 오세아니아지역이호주모나쉬대학도서관을비롯한3개도서관등이있다. 

1996년에는한국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극동지역의한국학진흥을위해한국어

학과가설치된대학을중심으로한국학자료를집중지원했다. 이에따라러시아극동지역

3개 대학(러시아 국립극동대학, 하바로프스크대학, 우스리스크사범대학)에 한국어, 문학,

경제, 사회, 역사관련한국학자료를송부하 다. 이는국립중앙도서관의국제교류처가동

구권으로확대되는첫발을내디뎠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또 2000년에는한국학지원기관에한국어자료15종(한국연감, 한국학연구, 다산학, 역사비

평, 한국학보등)과 어자료(‘East Asian Review’, ‘The Korea Post’, ‘Business Korea’등) 6

종등총21종을지원했다. 

2001년에는 단행본‘조선시대표준자’등 8종 238책과 연속간행물 18종 1388책(한국어

자료 10종, 어자료 8종)으로총 26종 1626책을지원하 다. 

이어 2002년에는단행본‘한국문화와한국인’등 13종 241책과연속간행물 15종 1493책

(한국어 자료 10종, 어 자료 5종) 등 총 28종 1734책을 지원하 다. 특히 2002년에는 유

네스코가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개관하자‘한국민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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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과사전’등한국을알릴수있는도서, CD-ROM 등 주요자료 125종 170책을선정기

증했다. 이같은 기증 활동으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찾는 연구원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학술, 문화등한국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우수한자료를소개해국위선양에기여했다.

2003년에는 한국어 자료인‘한국학연구’, ‘다산학’, ‘역사비평’등 11종과‘East Asian

Review’등 어자료 7종등총 18종 1901책을지원하 다. 2004년에는‘한국학보’등한

국어자료 9종과‘Business Korea’등 어자료 5종등총 14종 1803책의연속간행물을

지원하 다.

3)국제문헌복사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간 도서관 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해 외국의 도서관 및 정보 서

비스 기관과 상호 국제 문헌 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문헌 복사

요청 건에 대하여 소장 자료 및 국내 출판 자료의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이

용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미소장 자료에 대해 외국 도서관에 복사 및 자료 대

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요청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와 국내 출

판 자료,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를 함께

실시하고있다.

2000년에국립중앙도서관에접수된국제문헌복사요청은총 12개국 28개처 116건이었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접수한 복사 요청은 국가별로 미국 53건(45.7%). 홍콩 21건(18.1%),

호주와독일이각 9건(7.8%), 네덜란드 5건(4.3%), 캐나다 4건(3.4%), 덴마크와스위스가각

3건(2.6%),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가각2건(1.7%), 그밖에일본, 벨기에, 에스토니아가각

1건(0.9%)이었다. 한편국립중앙도서관이외국의도서관에요청한문헌복사및대출요청은

7건으로일본국립국회도서관등 5개기관에문헌복사 6건, 캐나다밴쿠버공공도서관에자

료대출 1건이었다. 이와함께일본오사카시립대학도서관등 4개처로부터 13건의참고질

의가접수되었다. 이는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와국내출판자료소장유무및자료복사

문의, 한국에관한특정주제에대한자료의서지정보, 한국의문화및인물에관한질문, 발

행자와출판사정보에관한내용이었다.

이어 200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문헌 복사 요청은 총 17개국 44

개처 129건이었다.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쌀 농사 관련 박사 학위 논문 39건을 복사

요청한 것이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이공대학이 11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이 8건에 이르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 기관에 자료 대출 및 자료 복사를 요청한 것

은캐나다몬트리올대학도서관소장자료대출등 20건으로 6개국 19개처에의뢰하 다.

참고질의는미국화학회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이접수되었는데, 그내용은서지정보문의

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어린이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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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동화구연가추천등이있었다.

2002년에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문헌 복사 요청은 총 15개국 47개처 92건이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가 11건의 자료 복사를 요청해 왔으며, 홍콩 이공대학이 8건의 복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만국립중앙도서관 등 14개국으로부터 26건의 참고 질의가 접수되었

다. 참고질의내용의대부분은서지정보문의 으며그밖에전시회출품자료및자료기

증요청등이었다.

2003년에외국으로부터접수한문헌복사요청은총 14개국 37개처 103건이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가 22건의자료복사를요청하여일본도쿠시마(德島)대학이 17건을복

사요청해왔다. 또한중국국가도서관등 5개국으로부터 6건의참고질의가접수되었으며,

질의내용은서지정보문의와국립중앙도서관이용현황에관한정보요청등이었다.

2004년에 접수된 문헌 복사 요청은 총 13개국 28개 처 77건으로, 국제 문헌 복사 요청

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가 22건의 자료 복사를 요청하여 가장 많았다. 또 일본국립국

회도서관등 6개국으로부터 6건의참고질의가접수되었는데, 질의내용은국립중앙도서관

의온라인저널수집및이용정책에관한설문작성요청과외국인의도서관이용가능여

부에관한문의등이었다.

다. 인적교류협력

1) 외국인사방문·연수

국립중앙도서관은정기적인도서관인상호교류방문외에관장예방, 외국도서관사서

연수, 도서관업무관련면담과견학을위한방문요청을받고있다.

1975년 3월 31일에는일본대학스기야마이쓰오(杉山逸男) 법학연구실장을비롯해나카

야마 마사오(中山政夫), 나가와 도시오(名川利夫), 히라타 에이치(平田榮一) 교수단 일행이

방문해오성식관장과환담을나누었다. 또 5월 17일에는쟈끄발스아시아경제개발연구소

부설 아시아태평양지역 문헌정보처리시설개발센터장이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

회·경제개발계획및연구에관한정보·문헌과기타도서관업무현황을논의했다.

1981년 4월 15일에는중화민국국립도서관직원 22명이방문했는데, 이자리에서왕전후

(王振鵠) 중화민국국립도서관장은“도서관학 업무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갖고 양국 간의 도

서관계발전에도움이되도록하자”고제의했다.

한편 1982년 4월 14일에는 알랭 구르동(Alain Gourdon) 프랑스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방문하여권숙정관장과양국의국립도서관이정부간행물교환협정을체결하고필요한자

료를 교환할 것을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

가강화도에서반출한규장각외문서로 1337년에인쇄된총 9권의제례(祭禮) 관계문헌을

비롯해 750점의 문서와 250점의 한국 관계 전적(典籍) 등 한국학 관련 중요 자료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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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있었다. 알랭구르동관장은이들문서의보존상태가완벽하며, 한국의연구기관

이나학자들이희망하면언제든지마이크로필름으로복사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할것을

약속했다.

1984년 4월 12일에는네덜란드국제서지정보사트라젤(J. A. Traksel) 부사장이방문하

여 세계 184개국의 국가 발전 계획 등을 수록한 마이크로피쉬 자료의 구입을 제의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소장귀중본에대한마이크로피쉬제작등을협의하 다. 동년 5월 23일에

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란고르주립도서관 무스타파(Mustafa) 관장이 국립중앙도

서관과남산시립도서관등공공도서관의현황을돌아보았으며, 향후말레이시아도서관직

원들이우리나라공공도서관을시찰할수있도록협조를구했다.

또한 동년 8월 14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구와하라 가즈기(桑原克貴) 독서편

집장이 방문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취재하 으며, 9월 3일부터 7일에는 일

본도서관정보대학후지노유키오(藤野由紀夫) 교수일행이방문해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

하고 있는 현대 일본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 현황을 조사했다. 아울러 10월 12일에는 일

본 출판학회 아오미즈 히데오(淸水英夫) 회장 등 19명이 방문해 고서 열람 및 서고를 시찰

하 다.

1985년 2월 1일에는 헵워스 길리안(Hepworth Gillian) 주일 국문화원 도서 및 도서

실 담당이자일본 문부성 도서관정책자문위원이방문했으며, 5월 24일에는 해외 도서관계

인사 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도서관의현안문제에관한특강을실시했다. 그내용은캐

나다 토론토공공도서관 유형승 사서의‘캐나다 도서관의 협력 체제’,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마루야마쇼지로(丸山昭二郞) 고문의‘일본MARC 당면과제’등이었다. 이와함께이날아

스팍(ASPAC) 회의에 참가한 호주국립도서관 왕우성(王吾省) 아시아문제연구과장 등 14명

이방문하 다.

5월 16일에는 남가주대의 찰스 리차드슨(Charles Richardson) 부총장 일행이 방문했

다. 남가주대학교 방문단은 미국 내 유일한 한국학 전문 도서관으로 1만 권의 한국학 관계

장서를보유하고있는한국전통문화도서관이 5년내에 5만권이상의자료를수집할수있

도록협조를구했다. 이에국립중앙도서관은향후한국관계자료를지원하는등활발한자

료교류를통해한국전통문화도서관의활성화를돕겠다는의사를밝히며한·미양측의상

호협력방안을논의하 다.

1990년 6월 12일에는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근무하는 백린(白麟) 교수를 초청해

대강당에서 하버드대 동양학연구도서관의 정리 업무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고, 7월 12일

에는 미국 남가주대학 한국전통문화도서관 이정현 관장이 미국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학술 자료 파악, 양국 도서관 간의 협력 활동을 논의하고자 방문하 다. 동년 11월 6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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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정보센터소장 이노세 히로시(猪瀨博) 박사를 초청해‘Inter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an overview’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고, 아울러 11월 20일에는 일본국립국

회도서관 수서과에 근무하는 오카무라 지가코(岡村志嘉子) 사서가 방문해 수서와 교환 사

업을주제로토의하 다. 

1993년에는 1월 12일에호버트베일드프루(Govert Bijl de Vroe) 네덜란드대사관이등

서기관이 렘브란트 작품 전시회 관련 협의차 내방하 고, 2월 15일에 후레데릭 미에르

(Frederik Meier) 프랑스대사관문화과학기술협력과도서담당문정관보와빈센트봉뚜스

(Vincent Bontoux) 프랑스출판협회관계자가한국의출판시장조사차방문했다. 5월 19

일에 제임스 빌링턴(James H. Billington) 미국의회도서관 관장이 방문해 1997년에 개최

되는 한국 고인쇄물 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9월 7일에는 우

웬진(吳文津) 하버드대학옌칭도서관장이방문해미국내한국학연구촉진을위한자료지

원을 협의하 다. 우웬진(吳文津) 관장은 한국학 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 기관의

직원 교류를 비롯해 하버드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하버드대학 ID카드로 국립중앙도서관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 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버드대학에서

생산된한국관련자료의제공을요청하 다. 

1994년에는 4월 16일에 연변대학 도서관 한철(韓哲) 관장이 방문해 양국의 도서관 소개

및현황에관한의견을교환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학분야한국자료 2만 5000권

을 소장하고있는연변대학도서관과소장목록을상호교환하여서로희망하는자료를신

청하며교류하는문제에관해협의했다.

1995년에는 4월 7일에 이란국립도서관 Mohammad Motallehi 부관장과 Mehrdad

Niknam-Vazifeh 과학기술전문교수가방문해양기관교류강화및협력방안을모색했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란과 1970년 4월 30일 협정을 맺고 이란의 문화, 예술, 역사, 종

교, 지리관련자료교환을희망하여약 13종의자료교류를해왔으나, 페르시아어로된자

료의 선정과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료 교류가 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4년 6월에

국립중앙도서관전시실에서이란문화전시회를개최해 8000명이관람하는성과를거두며

활발한교류를재개했다. 

1995년 4월 19일에는 한국 고서와 한국 독립 운동 관계 자료 및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

2000점을 소장하고 있는 상해도서관 류다오원(盧調文) 시청각자료실장이 방문해 국립중

앙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를 제의했다. 또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 Mary E.

Trifonenko 소장과 Serguei Kazantsev 부소장 등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5일

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반적인 시설 견학과 각과 업무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 이들은 러시

아국립도서관 소장 한국어 자료 정리 전산화에 관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방한했는데, 11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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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표했다.

1996년 6월 18일에는 태국 국·공립도서관 사서 20여 명이 방문해 자료실을 견학하고

각과의 업무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9월 20일에는 중국도서관학회 탕사오밍(唐紹明) 부

회장이 방문해 한·중 양국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등의 공동 목록 편찬 등에 대해 논의했

다. 이와 함께 한·루마니아 양국 정부가 체결한 ’95~’97년간 문화 교류 계획에 따라 12

월 9일부터 10일까지 루마니아 국립중앙도서관 Dr. George Anca 관장을 초청해 양국

도서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자료 및 인적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7년에는 3월 20일에재일외국인에대한다문화서비스에관심을가진일본도서관인

모임인 무스비메노 회원 27명이 방문해 양국 사서들의 우호를 증진했다. 10월 17일에는 베

트남의회도서관 다오 반 타크(Dao van Thach) 입법자료 담당관과 트린 지앙 후옹(Trinh

Giang Huong) 사서가납본과, 자료조직과, 전산담당관실등에서업무연수를받았다. 아울

러 10월 21일에는 일본북륙지구현립도서관장회(日本北陸地區縣立圖書館長會) 가토 기요시

(加藤淳) 씨등 5명이방문해도서관의봉사활동및교육문화프로그램을조사했으며, 10월

28일에는미국의회도서관의헬렌포우(Helen Poe) 아시아자료국장과김주봉한국지역전문

가가방문해효율적인자료교환및인적교류추진활동에관해논의했다.

한편 1998년에는 2월 18일에 스테판 브라운(Mr. Stephen Brown) 주한 국대사가

한· 만남200주년을기념하여국립중앙도서관을방문해‘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등 국관련도서 67책을기증하 다. 또한 3월 10일에는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연속간행물부잡지과담당사서아미노요시미(網野美美) 씨가방문해국내

외 연속간행물의 수집과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했다. 3월 19일에는 미국의

회도서관의 James M. Macleo 한국·일본·동남아지역자료수집부장과김주봉 한국지역

전문가가 방문해 간행물 교환을 협의하 다. 5월 10일에는 UCLA도서관 강미경 한국담당

사서가 교환자료에 대한 협의차 방문했으며, 9월 11일에는 조선사학연구실이 설치되어 있

어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학 연구 자료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규슈(九州)대학 마쓰하라 다

카토시(松原孝俊) 교수 등 3명이 방문해 고전운 실 등을 견학하 다. 9월 23일에는 레오

부그트(Leo Voogt)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사무총장 등 4명이 방문했고, 9월 29일에

는 중국 상해도서관 펑진녠(馮金年)의 근대문헌부 부주임 등 3명이 한국 및 중국 고서 조

사, 연구차 방문했다. 이어 12월 11일에는 Hossein Nogrehkar 이란 국제대학 총장 등이

자료교류협의차방문했다. 

1999년에도일본을비롯하여 7개국에서 30여명이도서관시설견학및자료교환, 업무

협의,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 다.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일본아시아경제

연구소노다미요코(野田みよ子) 과장보좌가남북통일과동북아시아국제관계를주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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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연구를 위해 연수를 받았다. 4월 9일에는 크리스틴 데샹(Christine Deschamps)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장이 도서관 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5월 12일에는

Sadegh Kharazi 이란 외무부 차관 등 5명이 양국 도서관 교류협정 및 견학차 방문했다. 6

월 2일에는 낸시 R. 존(Nancy R. John)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부회장이, 7월 6일에

는 Eduardo Ao Santes 필리핀 농림부 연구원이 DB의 생산 및 분산 체계의 관찰을 목적

으로 방문했다. 한편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국 연변대학 도서관 전산담당 직원인

김익(金翼) 씨의 요청으로 한국 자료 자동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 다. 중국

연변대학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과 1995년부터조선학교한국학장서등한국연구자료

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교환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 왔다. 10월 15

일에는 우쓰미 게이야(內海慶谷)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주임참사가 개관 기념 세미나 강연차

방문했고, 11월 19일에는 몽골의회도서관 얀진쯔렌 사서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국립

중앙도서관의 수집, 정리, 이용 부문의 업무 전산화에 대한 연수차 방문했다. 이어 11월 23

일에는 독일국립정보기술연구센터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매니저인 토마스 베이커

(Thomas Baker) 박사가방문해더블린코어활용방안에관해협의하고전자도서실등시

설을 견학하 다. 12월 10일에는 웨이쟈위 중국 상해도서관 정보조사연구센터 실장 등 2명

이정보화담당관실에서업무연수를받았다.

2000년에는 국국립도서관 문헌공급센터(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의 직원 2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상호대차업무 협의차 방문한 것을 비롯해 5개국

의 42명이 방문하 다. 3월 13일에는 일본 스루가다이(駿河臺)대학 문헌정보학과 히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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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히로(廣瀨順皓) 교수 등이 고문서 및 족보 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3월 24일에는

일본 규슈대학 세토 아리카와 도서관장 등 3명이 방문해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 현황을 살

펴보았다.

2001년에는노르웨이국립도서관벤딕루가스(Bendik Rugaas) 관장, 브라질국립도서관

Zaher Ribeiro Celia 관장, 프랑스국립도서관 Varlamoff Marie-Therese 국제교류담당

과 직원이 참관 및 자료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총 11개국 67명이 방문했

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왕동보(汪東波) 교수가‘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연구를 위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연수하 다.

한편 2002년에는 한·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을 위해 내한한 싱가포르

국가도서관 관리국 Christopher Chia 총재 등 총 11개국 55명이 방문했다. 1월 15일에

는 모하마드 베이기 이란 부대사관 및 이란 교육부 직원 등이 도서관 시설 견학과 이란

관련 전시회를 위한 사전 답사차 방문했고, 1월 16일에는 아말 헬미 이집트 신임대사가

신현택 관장을 예방하고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복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 기증을 요청하

다. 또 1월 22일에는 우지 마노르 이스라엘 신임대사와 아비빗 바-일란 일등서기관이 이

스라엘 전시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5월 27일에는 중국사회과학원의

후앙장슈(黃長署) 문헌정보센터 주임 등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서고와 정보화담당관실을

둘러보았다.

2003년에는 총 6개국 15개처 30명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3월 11일에는 아얄라

알바로 주한 콜롬비아 사가 한·콜롬비아국립도서관의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

하 고, 3월 12일에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사이토 다카오(Saitou Takao) 도서관장이 자료

수집과 정보 복사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하 다. 또한 2006년 제72차 세계도서관

정보대회(WLIC) 서울대회 개최와 관련해 10월 29일에 로스 시먼(Ross Shimmon) 국제도

서관협회연맹(IFLA) 사무총장, 조쉐 네븐(Josche Neven)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

회 담당자 등이 방문했다. 10월 20일에는 펑진니우 상해도서관 역사문화센터 부장 등이 방

문하여소장족보현황을파악하고도서관을견학하 다. 

2004년에는 3월 2일에 국 쉐필드대학 도서관 동아시아 담당인 Gill Goddard 사서

가 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안 협의를 위해 방문했으며,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관

서관의 아시아정보과 아미노 요시미(綱野美美)가 저자명 전거 작성과 족보 이용, 휴대전화

서비스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 또 5월 19일에는 러시아국립도서관 메리 트리포넨코(Meri

E. Trifonenco) 동양센터장과 세르게이 쿠쿠시킨(Sergei Kukushikin) 부센터장이 러시

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 내 한국실 개설에 따른 한국 관련 자료 확충과 양국 도서관과의 인

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문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는 외교통상부와 LG 및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2004년 5월 27일 개설되었다. 아울러 7월 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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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계보(족보)협회 아시아지역 수집 책임자인

멜빈 대처(Melvin P. Thatcher) 씨와 유타계보협

회 동경지부도서관 스기모토 게이지(杉本圭司) 대표

등이 방문했다. 이들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마

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해 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족

보 1244릴에 대해 마이크로필름 자체의 색인 및 검

색 도구 개발 등을 허용해 주는‘사용권 확장 합의

서’동의 요청을 위해 방문했다. 이어 7월 12일에는

훨체어 장애인인 미국 라이투주립대학 음악과 차인

홍 교수가 방문하여 도서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9월 6일에는 독일 구

텐베르크박물관 Elmar Mittler 관장 등이 임병수

관장을 예방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

국어 발간의 독일 도서 전시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 다. 또한 11월 24에는 일본

규슈(九州)대학 도서관 미나미 도시로(南俊明) 특별연구원과 홋카이도(北海道)대학의 기타

다쿠야(喜田拓也) 전자도서관 연구자가 방문하여 RFID 도입과 관련한 IC 태그 사용 현황

을 조사하 다.

2) 해외사서연수프로그램참가

국립중앙도서관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직원의 업무 및 어학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사서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서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부터 1985년 2월 10일까지 현규섭 전산실장이 캐나

다토론토대학도서관에서자동화시스템(UTLAS)에대한훈련을받았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서관의 로벌 마인드가 강조되면서 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어학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해외 사서 연수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1990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박은봉 사서가, 1993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숙현 사

서사무관이 미국의회도서관(LC)을 방문해 연수를 받았다. 이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이 미국 내 한국학 연구 지원 기관인 미국의회도서관에 기금을 제공하여 자료

를집중수집할있도록지원하여이루어진것이었다. 

특히 한국 사서를 초청하여 1개월간 미국의회도서관 한국과에 체류하면서 한국 관련 자

료 수집 및 참고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미국의회도서관 및 근거리 지역 도서관에서

연수받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양국 간 정부간행물 및 학술간행물의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

로추진할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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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부터는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에서재원을지원하여실시한해

외 사서 일본어 연수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해외 사서 일본어 연수는 일본 문화 및 일본어

자료 정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국, 남미 등 세계 각국

의 사서(10명 내외)를 대상으로 6개월간 경비를 지원해 일본어 연수 및 일본어 자료 조사·

연구, 도서관 견학·연수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993년 9월 29일부터 1994년 3월

10일까지 조재순 사서가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4년 9월 27일부터 1995년 3월 7

일까지 황면 사서가, 1996년 9월 26일부터 1997년 3월 6일까지 이재선 사서가, 1997년 10

월 2일부터 1998년 3월 24일까지 김미해 사서가, 1998년 10월 7일부터 1999년 3월 23일

까지 권정임 사서가, 1999년 10월 6일부터 2000년 3월 24일까지 이순화 사서가, 2001년

10월 3일부터 2002년 3월 22일까지 김희순 사서가, 2002년 10월 3일부터 2003년 3월

20일까지는한숙희사서등8명이연수에참가하여교육을받았다. 

이와 함께 1994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김미해 사서가 일본국립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일본어 자료의 정리와 도서관의 기계화’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00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는‘일본 연구사서 연수 프로그램’에 이재선 사서가 참가하여 일본 도서관 및

일본어 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높 다. ‘일본 연구사서 연수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일본

연구 사서를 대상으로 하며,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1996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프

로그램으로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공동운 하고있다.

1995년에는 1월 28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김동철 사서가 한·호 문화협정에 따라 호

주국립도서관에서 연수를 받았고 김명희 사서사무관이 9월 3일부터 6개월간 중국 국가

도서관 등에서 연수를 받았다. 아울러 1996년 7월부터 8월까지 인도 뉴델리 국립문서관

기록보존학교에서 실시한 자료 보존 관련 연수에 이수은 사서가 8주간의 일정으로 참가하

해외 사서 일본어 연수(1999년)



다. 인도 뉴델리 국립문서관 기록보존학교는 인도 각 지방 및 해외의 보존 관련 업무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존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주로 전통 기법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 시험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 연수는 종이 자료 훼손(색상 변색, 찢

어짐, 벌레 먹음)에 대한 보존 수리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 1

월까지 약 6개월간 박은봉 사서가 총무처(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6개월 단기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국국립도서관(BL) Oriental India

Office에서 연수를 받았다. 박은봉 사서는 한국어 자료 정리를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도서

관 업무 전반에 대해 연구하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의 면담 및 견학하는 형식으로 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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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서교실운

국립중앙도서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독서 태도와 스스로 독서하는 습

관을 기르고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

서교실을운 하 다. 독서교실은 1971년부터분관에서시작되어 1973년부터는전국의공

공도서관과함께여름·겨울방학기간중 10일씩연 2회에걸쳐운 되었다.

1999년 분관의 기능이 변경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교실 운 을 중지하고 공공도

서관에 대한 독서교실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에 독서

교실 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권장도서목록 등 운 에 필

요한 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부상 등을 제작·지원하며, 전국 독서교실 운 홍보

와 매년 독서교실 우수지도자를 선정 표창하는 등 독서교실 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국공공도서관은독서교실운 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국립중앙도서

관에제출하고해당지역신문·방송등을통하여개별홍보를하고있다.

독서교실은 197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아현분관에서 시행한‘어린이독서회’가 그 뿌리

라 할 수 있다. 어린이독서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여름, 겨울)에 걸

쳐개최하여많은성과를거두었다. 1973년제6회어린이겨울방학독서회의경우 1월 9일

부터 20일에걸쳐시내 29개 학교에서 100여 명의어린이가참석한가운데개최되어이중

98명이수료하 다. 이들은새가정반(1·2학년) 20명, 새마을반(3·4학년) 40명, 새나라반

(5·6학년) 40명으로 나뉘어 사서의 지도하에 선정 도서를 읽었는데, 전체 어린이의 독서

률은 1인당 17.6책에달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3년도 전국 공공도서관장 회의에서 이와 같은 어린이 독서교실을

전국으로확대실시할것을결의하고, 그해 5월전국공공도서관어린이독서학교운 계획

서를다음과같이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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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운 계획에 따라 1973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1회 전국

여름 어린이독서학교를 운 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운 한 어린이독서학교에는

다람쥐반(1·2학년) 19명, 토끼반(3·4학년) 37명, 사슴반(5·6학년) 31명 등 41개 초등학

교에서 87명의어린이가참여했다. 읽은책수는총 1541책으로평균독서율은 1인당 18책,

1일 평균 1.8책에이르 다. 8월 24일에는제1회전국여름어린이독서학교를운 하고난

후어린이독서학교의보다나은운 을기하기위하여심사분석협의회를개최했다. 

이어 1974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2회 전국 겨울 독서학교를 개최했는데 이때부터

초등학생(3~6학년)과 중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삼았다. 제2회독서학교에는 11개 도서

관이참가한가운데등록인원 1282명, 수료인원 1149명, 독서실적 1만 5182책의성과를

거두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학교장 추천

을받아신청하도록했다. 독서학교는어릴때부터올바른독서지도를통해서독서의필요

성과중요성을일깨워주고책읽는습관을들이며도서관의종합문화공간, 평생교육센터

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도서관 이용법, 도서관 도덕 및

독서위생, 도서선택법, 독서법, 독서활동(독서내용, 감상력, 비판력), 이야기및발표력,

레크리에이션 및 정서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 하여 청소년들에게 조기 독서 지도를 통

한독서습관형성과평생교육의기초를마련해주었다.

독서학교 운 기간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로

355제8장 _국민독서진흥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독서학교 운 계획서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어린이독서학교’를 설치 운 한다(1차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및각도대표도서관에서시행한다).

2) 어린이독서학교는연 2회여름·겨울방학을이용하여설치운 한다.

3) 어린이독서학교운 기간은 10일 정도로한다.

4) 어린이독서학교의 도서 선정은 문교부 및 문화공보부에서 추천한 우량 아동 도서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별도로선정도서목록을작성한다.

5) 어린이독서학교 운 기간중 2/3 이상 출석하여 선정 도서 중에서 60% 이상 읽고 올바로 감상문을 써낸

어린이에게는당해관장이발급하는수료증및회원증을수여한다.

6) 어린이독서학교과정에서성적이우수한어린이에게는다음과같이시상한다.

문교부장관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시장 또는 교육감(장)상, 당해 도서관장상. 각 상마다모범독서상, 모범독후

감상, 다독상으로구분한다.

7) 문교부장관상 대상 어린이는 당해 도서관장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추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교부에 상신

한다.

8) 당해 도서관장은 어린이독서학교 운 결과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종합하여

문교부장관에게보고한다.

9) 어린이독서학교담당지도사서는국립중앙도서관에서사전교육을실시한다.

10) 어린이독서학교세부운 계획은국립중앙도서관에서별도로수립한다.



가 많은 지도 교사와 지도 사서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해 참여 의식을 높 다. 1974년도의

경우 7일이상출석하여 7책이상을읽고독후감을작성한학생에게는당해도서관장이수

료증을 주고, 독서학교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모범자에게 국립중앙도서관장상(근독상·

독후감상 각 1명), 교육감상(근독상·독후감상 각 1명), 당해 도서관장상(장려상 4명) 등을

수여하는한편, 독서학교운 실적이가장우수한시·도교육위원회에문교부장관배를 1

년에 1회수여하고3회이상수상하면 구증여하도록했다. 

참가 도서관도 점차 늘어나 1975년도 겨울 독서학교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아현분관, 서

울시립동대문도서관, 서울시립종로도서관, 서울시립남산도서관, 경기도립도서관, 춘천시

립도서관, 대전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 광주학생독

립운동기념회관, 경북학생도서관, 제주도립도서관등 13개도서관이참여했다.

1976년도에는‘독서학교’를‘독서교실’로개칭하고독서방법과양서선택요령, 독서감

상문작성법, 도서관이용법과레크리에이션지도등보다다양한프로그램을운 했다. 또

1978년도에는 문교부 및 문화공보부, 기타 사회문화단체에서 추천한 우량 도서 중에서 국

립중앙도서관장이 별도로 선정한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 활동을 실시하고, 독서 지도는 당

해도서관장이소속교육위원회와협의하여선정한각급학교사서교사및전문교사가담

당하도록했다. 

그지도내용을보면도서관이용법, 도서관도덕및독서위생, 도서선택법, 독서법, 독

서 활동, 이야기 및 발표력, 원고 작성법 지도 및 기타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정서 활동 등

으로 진행하 다. 이어 1979년도에는 독서 지도 내용에 향토 문화 교육이 추가되었으며,

독서 지도 원칙으로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를 병행하되 정독 위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도

서관 현장 답사를 실시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해 어린 시절부

터도서관을가까이하는습관을기르도록했다.

독서교실이점차적으로청소년의독서기풍조성과독서인구저변확대에적지않은실

효를거두게되면서전국적인호응을얻게되어공공도서관에서도이를개설하려는요청이

쇄도하 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독서교실 운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능동적으로 운 하도록 이끌기 위해 독서 지도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

해나갔다.

1990년대 들어 독서교실은 수강자의 호응이 높아 해마다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을 원칙으로 하

되도서관여건에따라중학생을수용하기도했으며, 참가인원은도서관별로보통60명내

외로 했지만 각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다소의 증감을 두도록 했다. 특히 1993년도에는 문

화체육부가 선정한‘이달의 문화인물’관련 도서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면 각 도서관별로

예비심사를거쳐 10편의독후감을선정해이를국립중앙도서관이최종심사하여금·은·

동상등30명에대하여시상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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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지도 활동 또한 한층 폭넓고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1995년도에는 아동독서지도전

문가 5인이 선정한 독서지도자료목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시행했으며 동시

짓기, 동화역할극등다양한내용으로진행하 다. 1996년도에는논술을강조하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각 교과목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독서전문지도교사들이 책의 내용 파악 여

부, 논점의 정확성 여부 등을 지도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97

년도에는독서교육이외에지역별로관계인사를초청해그고장의역사와문화를배우는

시간을마련하여어린이들이자기고장의문화를이해하고애향심을기르도록하 다.

2000년대에들어서독서교실은단순한책읽기위주의프로그램에서벗어나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독서 신문 만들기, 인형극 활동, 독서 퀴즈 대회 등 흥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교육 등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

한 프로그램으로 강화되었다. 2001년도 독서교실은 올바른 책 읽기 준비 과정과 실제 책

읽기를통하여동화구연대회, 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등으로독서흥미를유발하고역할

극, 만들기, 동화속주인공에게편지쓰기, 독서퀴즈대회, 독서체험여행등창의력과표

현력을개발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으로운 되었다. 특히 2004년도에는인터넷, 멀티

미디어자료활용법등정보활용능력을키우기위한프로그램을강화하는한편논술에대

비한 쓰기, 신문 활용 교육(NIE)과 작가와의 만남, 문화 유적 답사, 민요 교실, 요리 교

실, 민속교실등직접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해호평을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학교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독서학교 담당 사서 강습회’를

개최해도서관이용법, 독서위생, 독서회운 론, 독서법, 감상문작성법, 도서선택법, 독

서평가법, 독서인구개발론, 독서급수제도등을강의했다. 1975년 7월 7일부터9일까지

강습회를개최하기시작해해마다독서학교담당사서의능력개발에주력했다. 이후 1994

년에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대강의실에서수도권지역초·중학교도서실과독서지

도 담당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방법 등에 대한 강좌를 열었다. 또 이듬해인

1995년 3월 30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대강의실에서전국의공공도서관독서교실담당자

186명이참석한가운데독서교실프로그램의구성, 독서교실운 상의문제점과건의사항

을중심으로토론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는김완기서래초등학교교장의‘어린이·청소

년의 독서 지도 방향’, 한승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실장의‘독서교실 프로그램 실제 및

활동’에대한강의와함께손 순과천도서관사서의독서교실운 사례가발표되었다. 

1992년 2월 28일에는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주최로 대전직

할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17개 공공도서관에서 관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독서교

실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어 9월 30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 지역대표도

서관열람과장, 각지역독서교실담당자및전문가들이독서교실운 의발전방안을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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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독서교실관계전문가좌담회를가졌다. 

1995년부터는매년독서의달인 9월중에독서교실에참여한지도자가운데전국독서교

실운 에 5회이상참여한사서또는교사로각시·도지사및교육감의추천을받은우수

지도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

상한독서교실담당자들의모범운 사례를모아‘전국독서교실운 사례집’을발간하여

독서교실운 에필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전국공공도서관에배포하고있다. 

2001년도에는 그동안 제작·지원해오던 수료증을 실시 도서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도

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부상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 다(1만 원 문화상품권→2만

원문화상품권). 또한독서교실의효율적인운 과다양한정보교환을위하여담당자워크

숍, 운 현황 방문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2003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과천

시정보과학도서관 등 전국 16개 도서관을 방문하여 겨울 독서교실 운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독서교실운 지침수립과지원개선방안에참고하 다.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 을 통해 전국 어린이·청소

년들의독서력증진과정보활용능력을향상시키고도서관이지역주민의정보문화공간

으로자리매김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제2절 독서주간행사

해방이후국립중앙도서관등전국도서관들은점차안정된체제를갖추어나갔으나, 도

서관에대한사회적인식이정립되지않아도서관발전에걸림돌이되었다. 이에따라국민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서주간을 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 다.

독서주간은 1949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6차 조선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협회의 전신)

전신 이사회에서 제정되어 매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결

정되었다. 그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국립도서관과조선도서관협회공동주최로독서주

간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정신적 자산까지 잃지 말자

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독서주간에는 포스터 제작·배포, 도서 특

별 전시, 독서 세미나, 좌담회, 독후감 공모, 작가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독서의욕고취와도서관이용활성화를이끌었다.

독서주간 행사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5년부터 다시 재개되었

다. 1955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창설되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독서주간 행사

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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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독서주간 포스터

creo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매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독서주간으로 정하 고 이

후 1963년부터 1993년까지이어져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분관에서독서주간행사를

추진했는데 주요 행사로 기념식 거행, 독서 세미나, 명사 초청 강연회, 전시회, 좌담회, 독

후감모집, 작가와의대화등을개최하 다.

1970년대 들어독서주간은독서인구의저변확대와독서의욕을고취하고독서의생활

화를촉진하기위한다양한행사로개최되었다.

1975년에 제21회 독서주간 행사에서는 무료 개관과 이용자 좌담회 등을 통하여 직원과

이용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또 1979년 9월 독서주간 행사 기간에는 안병욱

숭전대(숭실대전신) 교수의‘독서를통한자아발견’, 김찬삼세종대교수의‘내가본세계

의독서열’등명사초청특별강연회를개최했다. 또 9월 25일과 28일에는대강당에서‘어

느등산대원의조난구조’와‘스위스의아름다움’, ‘파리특파원’등문화 화를 2회에걸쳐

상 했으며, 9월 25일에는 2층회의실에서이용자좌담회를개최했다.

이후 1980년도에 들어서 제26회 독서주간 행사 기간 동안에는 문화 화 상 과‘도서

관 이용 여론 조사’설문을 실시하여 열람 봉사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 다. 또 1981년 제27회 독서주간 행사에서는 소설가 박완서, 전상국 씨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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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김윤식서울대교수의사회로‘작가와의대화’시간을갖는한편문화 화상 , 모

범이용자(김 근, 박명환, 박종희씨등) 표창행사를가졌다. 아울러 1982년 제28회독서

주간행사에서는대강당에서‘한국인의손’, ‘민족의얼’등문화 화를상 하고, 모범이

용자(김태정, 정재훈, 서정심 씨 등)를 표창했으며, 지정좌석제에 의해 운 해 오던 특수열

람실을지정좌석없이개방운 하 다.

1990년대에는독서주간행사가국민독서운동전개를위한기반을다지고문화창달과

평생 교육 진흥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더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1991년도에는독서주간이포함되어있는 9월한달간독서문화한마당을마련해, 9월 24일

부터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조로 한국의 풍경화, 사군자 등 60여 점이 전시된‘움

직이는미술관작품전시회’를열어도서관이용자들에게수준높은미술문화를향유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 다. 

이듬해인 1992년도에는제38회독서주간을맞아 9월 24일부터 29일까지분관비도서자

료실에서‘분노의 역류’등 청소년 명화 감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9일에는 도서관 이용

의 불편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이용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이용자 15명,

직원 8명), 30일에는분관에서지역대표도서관열람과장과각지역독서교실담당자및전

문가들이 독서교실 운 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승진(직

장인), 오연자(직장인), 박은경(송선국교 6학년), 윤정인(삼전국교 5학년), 박준오(서울대계

산통계학과2학년) 씨등에대한다독자표창을했다.

한편 1994년에‘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제48조(독서의 달 행사)

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 주최로 매년 9월 한 달을‘독서의 달’로 정함에 따라 독서주간은

이후 독서의 달로 변경되어 국민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1995년도 9월 독서의 달에는‘일본은 없다’의 작가전여옥 씨를초청해‘한·일 새 세대의

역사인식’을주제로분관비도서자료실에서초청강연회를가졌으며, 나래이동통신협찬으

로‘9월독서한마당행사’를개최하여독서주장논설문쓰기, 독서권장포스터그리기, 독

후감상문공모등을실시하 다.

1996년도에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범국민적인 독서 진흥 운동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독서관련행사를개최하 다.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은‘문학의해’인 1996년도부터시사랑

어머니회와 공동으로‘가을 맞이 시 낭송회’를 매년 개최하 다. 9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평생교육실에서 열린‘96 가을맞이 시 낭송회’에서는 SBS 유자효 해설위원의‘성 수

요일의 저녁’, 김송희 시인의‘웃어라 우는 것보다 보기 좋으니까’등 자작시 발표와 함께

김문중시사랑어머니회장의 ’97 동계유니버시아드축시낭송을비롯해정옥희씨등 8명

이 시 낭송을 했다. 또한 독서교실 운 우수 지도자를 선발하여 문화체육부장관상을 표창

하는등전국공공도서관의독서진흥사업을지원하기시작해현재까지계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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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독서의 달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200여 명이 친구 및 친척에게 책을 선물

하는‘사랑의 책 선물’행사를 마련해 책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어린이및청소년권장도서를선정해‘사서들이권하는우수도서’21책을

발표하고고봉소년원등 18개 소년원에권장했다. 이와 함께매년정기적으로운 하는도

서관문화학교를통해학부모들에게자녀독서지도의필요성과독서방법등을소개했다. 

1999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은학위논문관으로개관됨에따라 9월독서의달행사

는서초동본관에서개최되었고, 2004년 11월에직제개편과함께‘독서의달’행사주최가

문화관광부에서국립중앙도서관으로이관되어활발하게시행되고있다.

제3절 독서관련행사

1. 어린이독서백일장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

이용을이끌어주기위한목적으로어린이독서백일장을개최하 다.

제1회 어린이독서백일장은 1982년 9월 26일 역삼분관이축개관 1주년기념행사로초

등학교 3~6학년생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백일장은 독후감상문 부

문과독후감상화부문으로나뉘어오전에는독서를하고오후에는독후감을쓰거나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실시되었는데, 심사 기준으로는 도서관 이용 태도 100점과 독후감 및 독후

감상화 100점을합하여 200점만점으로하 다. 작품심사는아동문학가조대현씨등 7명

이, 도서관 이용 태도는 청주대학 도서관학과 학생 10명이 담당하 다. 제1회 백일장 수상

자로는 으뜸상에 김연진(학동국교 6학년) 어린이 등 3명이 선정되어 10월 20일 분관 회의

실에서시상식을가졌다.

이어제2회독서백일장은 1983년 10월 23일‘도서관의하루’라는제목으로 19개교 169

명의어린이가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고, 제3회백일장은개관 3주년기념으로 1984년 10

월 28일 187명의어린이가참석한가운데열려감상문부문 15명, 감상화부문 5명을시상

하 다. 제4회 대회는 1985년 10월 27일에 열렸으며, 제5회 백일장은 1986년 10월 19일

국립중앙도서관주최로 96명의어린이가참가한가운데실시되어독후감상문쓰기, 독후감

상화그리기와책읽기, 짓기등의특강으로실시되었다.

어린이백일장은해를거듭하며더욱발전했는데, 1997년 5월 25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대회 당일 제시되는 주제에 대하여

200자 원고지 7매 정도의 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584명의 참가자

중 1, 2차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심사를 한 결과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9명 등 모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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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상자가결정되어 7월 5일해당초등학교에서시상식을가졌다.

2. 5월큰잔치

국립중앙도서관은 1991년 5월‘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친근

한 분위기에서 도서관과 사귀는 경험과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도서관의 하루’라는 슬로건

으로‘5월 큰잔치’행사를개최하 다. 그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열린이행사에는빙

그레·교학사·계몽사·동화서적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져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 공동체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으로 우량 도서 전시, 책

장터, 도서관 사생 대회, 인형극, 동화 구연 강좌 및 실연, 부모 명화 감상, 아동극 강좌 및

실기, 동화비디오상 , 소파방정환선생작품및관련자료전시, 동요레크리에이션, 독

서클럽연합토론등이개최되었으며, 분관에서는독서클럽놀이마당및가족백일장, 독후

감상문및독후감상화대회등이열렸다.

이어1992년5월30일부터31일에는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와공동으로제2회‘5월도

서관큰잔치’가국립중앙도서관분관에서개최되어, 어린이와어버이를중심으로한‘뿌리

찾기가족백일장’과중·고등학생이참여하는‘고전독후감감상문쓰기’등이열렸다. 또한

문화가족한마당, 고전동화비디오감상회, 고전명화감상회, 동요레크리에이션, 각나라

연전시회, 엑스포관련자료전시, 움직이는도서관운 등다양한행사로성황을이루었다.

한편 1993년도에는 본관에서 5월 22일부터 23일에 제3회‘5월 책잔치’를, 분관은 5월

29일부터 30일에‘5월청소년책잔치’를개최하 다. 이행사의일환으로 5월 19일국립중

앙도서관대강당에서전국독서왕선발대회를초등학교 4~6학년어린이들을대상으로실

시했다. 1차 필기 시험을 거친 후 독서 퀴즈로 독서왕을 선발했는데 782명의 어린이와 동

반가족들로대성황을이루었다. 또한 5월 30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분관가족열람실등에

서 고전 독서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옛날이야기 대회, 뿌리 찾기 가족 백일장 등을 개최했

다. 우리나라전래동화를이야기로발표하는옛날이야기대회에는 7명의참가자가어린이

부와 어버이부로 나누어 경연을 벌 다. 뿌리 찾기 가족 백일장에는 어린이 98명, 청소년

99명, 어버이 32명 등 총 229명의 행사 참석자와 400여 명의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

데, 우수 작품을 제출한 20여 명에게 상장을 수여하 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우수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는 우리 고전

독후감상문 쓰기 행사를 가졌는데 어린이 505명, 청소년 609명, 일반인 4명 등 총 1118명

의독후감이접수되어6월 12일분관에서수상자에대한시상식을가졌다.

1994년도에는초등학교어린이와가족이함께참여하는‘어린이책잔치’를 5월 29일 국

립중앙도서관대강당에서개최해독서감상문공모, 가족백일장등의행사를가졌다. 가족

백일장은국립중앙도서관본관분수대에서어린이를포함한가족이당일제시한주제를가

지고 200자 원고지 7~8매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독서 감상문 공모는 5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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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책잔치(1994년)



달을맞아아동문학가강소천선생과관련한작품 1권을읽고 200자원고지 7~8매분량으

로작성해제출하도록했다.

또 1995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여‘5월 어

린이·어버이 책잔치’행사를 5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독서가족 백

일장, 독립운동인물및역사관련도서독후감상문공모등을실시했다. 

1996년도에도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와공동주최로‘5월 어린이·청소년독서큰잔

치’를 5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 개최했다. 독서가족백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는 가운데 당일에 제목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며, 동화·문학 관련 독후감상문

공모는‘문학의 해’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자 원고지

7~10매정도를작성하여 5월 31일까지분관에접수하도록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상을

비롯해약 150여명을선정, 시상하 으며대상에는장학금을전달했다.

3. 임해문고(臨海文庫)의설치·운

국립중앙도서관은휴가철을맞아바닷가를찾는피서객들에게독서환경을제공해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47년부터 1982년(15회)까지 전국의 해수욕장에‘임해문

고’를설치·운 하여많은호응을받았다. 그후 1993년도에‘여름해변도서관’을, 1995년도

에는‘여름철 해변도서관’을 설치하여‘움직이는 도서관’인 45인승 버스에 도서 1000권과

TV, VTR 등의시설을갖추고문화관련비디오도상 하여이용자들의높은호응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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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국민독서자료목록

추천국민독서자료(양서)목록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문교부가 주관하고 총무부, 내

무부, 문화공보부및노동부등이공동으로추진한국민독서생활화방안계획의일환으로국

민독서자료를 선정,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교양을 함양시키고 독서를 통한 평생 교육의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그 주제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로구성된‘추천독서자료선정위원회’(각 주제분야별 2명씩총 18명)가 선정한자료목

록으로이용자의수준과대상에알맞게책을선택하여읽을수있도록구성한것이특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1983년에추천독서자료에대해서평및저자, 출판사항및형태사항, 가격

등을9개주제분야(철학, 종교, 사회, 자연, 가정, 예술, 어학, 문학, 역사)로나누어수록한‘추천

국민독서자료(양서)서평’을발간하 다. 이후1984년부터위원회의명칭을‘추천국민독서자료선

정위원회’로바꾸고 9개주제분야(가정→총류)로 나누어수록한‘추천국민독서자료서평집’을

발간하 다. 또이서평집을각급도서관과언론기관에배포하고독서주간에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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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기 간 장 소

1947년 8월 23일~9월 5일 인천 월미도 해수욕장

1948년 7월 21일~8월 25일 인천 월미도 해수욕장

1949년 7월 인천

1964년 9월 안양(하기 임간문고)

1967년 7월 29일~8월 10일 변산 해수욕장

1968년 7월 25일~8월 10일 경포대 해수욕장

1969년 7월 28일~8월 12일 경포대, 송도 해수욕장

1970년 7월 25일~8월 13일 경포대 해수욕장

1971년 7월 25일~8월 14일 경포대 해수욕장

1972년 7월 25일~8월 14일 경포대, 변산 해수욕장

1973년 7월 25일~8월 14일 경포대, 만성리 해수욕장

1974년 7월 21일~8월 10일 경포대 해수욕장

1975년 7월 22일~8월 11일 경포대 해수욕장(강릉시립도서관과 공동 운 )

1976년 7월 26일~8월 9일 경포대, 남해 상주 해수욕장

1977년 7월 25일~8월 8일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

1978년 7월 25일~8월 9일 상주 해수욕장

1979년 7월 23일~8월 8일 경포대 해수욕장

1980년 7월 22일~8월 7일 삼척 근덕 해수욕장

1981년 7월 20일~8월 7일 경포대 해수욕장

1982년 7월 26일~8월 10일 경포대 해수욕장

1993년 7월 21일~8월 14일 부안 상록 해수욕장 등(여름해변도서관)

1995년 7월 25일~7월 29일 몽산포, 만리포, 연포 해수욕장(여름해변학교)

[임해문고 운 현황]

[추천국민독서자료 선정 현황]

구 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계

수록추천도서 290종 335책 154종 191책 147종 194책 175종 212책 133종 151책 907종 1083책

creo




제4절 국민독서진흥사업의추진과전개

1991년 4월 9일도서관진흥법이제정·공포됨에따라우리나라도서관정책을담당하게

된문화부는도서관백서에발표한‘도서관발전계획’에서국민독서진흥정책에대해언급

하 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진흥법 제16조(업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을근거로하여문화부와공동으로다양한국민독서운동을전개하 다. 1991년 4월

16일문화부가도서관백서를통해소개한도서관발전계획은다음과같았다.

1. 공공도서관의개념을문화정책적차원에서정립하여지역문화발전과평생교육증

진에이바지하도록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문화 역량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의 문화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시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공간

으로 자리잡게 한다.

2. 도서관 내 족보실, 기업자료실, 향토자료실 등 다양한 이용 공간을 갖추어 도서관 기

능을확대하고, 이용대상도모든지역주민으로넓힌다.

3. 지역주민에게각종편의를제공하는봉사기능을강화한다.

◆도서관의 자유로운 이용 확대를 위하여 입관료 폐지, 개가식 열람제와 우편 대출 제도 및 관외 대출

제도 등을 시행한다.

◆연령별·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특수 이용자의 이용 공간을 대폭 확충

하여 이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4. 도서관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독서 공간 제공 및 지역 문화의 균등 발전에 이바

지한다.

◆199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공공 도서관 1개 관 확보, 국민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도서관 400대

증차, 각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작은 도서관의 설립·운 등의 계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

화 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한다.

5. 도서관자료를도서외에음반, 비디오, 필름, 슬라이드등으로확대하고국민의문화

적감성과기본교양제고를위한사업으로필독기본도서선정·보급에역점을둔다.

6.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 을 통한 종합 발전 정책 수립, 진흥기금 조성, 협력망 운

등국가적차원에서의도서관정책기능을강화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부가 주관한‘범국민독서새물

결운동’에 참여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의 문화 공간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프

로그램을개최하며국민의독서의식을고양시키는데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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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에는 도서관 직원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이웃에게 권하여 돌려 읽는‘행운의

책읽기’운동을전개하 다. ‘행운의책읽기’는 5명정도가그룹을구성한후, 직원들이읽

은 책에 행운의 스티커와 독서카드를 붙이고, ‘행운의 책 읽기’가방에 그 책을 넣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책을 받은 사람은 한 달 이내에 그 책을 읽고 독

서카드에 서명하여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5명 전원의 책 읽기가 끝나면 마지막 독서

자는직원에게책과독서카드를전달하 다. 1993년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국립중앙

도서관은 전시실에서 직원들이 추천한‘행운의 책’184책을 전시하는 한편, 9월 27일에는

대강의실에서그동안의경과보고와사례발표회를개최하 다. 

1994년 3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민섭 장관 등 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출범식과함께다양한행사를개최했다. 이날국

립중앙도서관은‘미래의책, 전자시대로간다’는슬로건과함께멀티미디어의최근동향을

보여주는 전자책 및 전자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독서 문화를 조성하

기위해노력했다. 

또한 1994년 9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와 공동으로‘책 돌려

읽기운동’을전개하 다. 독서의달학술기념세미나와함께출범식을가진‘책돌려읽기

운동’은행사에참석한각계인사와일반시민에게‘무량수전배흘림기둥에기대어서서’(최

순우저) 1책과독후감상문을적을수있는카드를배포하고, 10명이돌려읽은후 30자이

내의감상문을카드에작성하여 10개의독후감이한카드에작성되면운동본부에제출하는

릴레이식독서운동으로전개되었다. 

국민 독서진흥사업의일환으로공공도서관지원에도힘써 1998년도의경우약 4만 책

의도서와도서상품권을신설도서관 3개관및시범도서관 3개관에지원하는한편청소년

보호시설의자매결연도서관에집중지원했다.

이와 함께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문화학교를 운 했으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운 을지원했다. 도서관문화학교는매년봄·가을에걸쳐연간 600명의미취학

아동및초·중등학생학부모를대상으로자녀독서지도및정보문화강좌를운 해왔다. 

전국 독서교실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여름·겨울 방학 기

간중에 연간 3만여 명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운 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법,

좋은 책 고르는 법, 독후감 작성법 등을 강의하고 독서교본·권장도서목록과상장 및 상품

등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독서교실 지도자 교육(독서지도담당자과정)을 실시해 보다 내실

있는독서교육이이루어지도록했다. 

문화소외계층및도서벽지지역을위해서는도서대출및독서상담을수행하는‘찾아

가는 도서관’을 연중 운 하여 장애인 우편 대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및 취약 지역

주민을위한독서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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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독서 캠페인(1999년)

creo




청소년의달과독서의달에는독서가족백일장대회, 독후감상문공모대회, 초·중·고

등학교순회독서관련강좌, 강연회, 시낭송회, 우수 화감상회, 독서관련전시회등다

양한행사를개최하고우수독서지도자를표창하 다. 

1998년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민 독서 캠페인‘책으로 여는

세상’특별행사가개최되었다. 이 행사는문화관광부와한국방송공사가주최하고, 국립중

앙도서관, 국립 상제작소,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주관했다.

주제별도서특가판매, 알뜰도서교환전, 베스트셀러작가사인회및일일판매, 즉석독

서캠페인표어공모전, 독서관련세미나등이국립중앙도서관광장, 사서연수관대강당및

대강의실등에서열렸다. 한편‘세상을연책들과명사애장도서’특별전도마련해김대중

대통령등각계인사들이참가하여개막테이프를끊고전시실을둘러보았다. 전시된자료는

신낙균 문화부 장관, 김후란 한국여성문학인회장 등 저명 인사 47명의 애장 도서와 고전

100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화재급 귀중 도서 등이었다. 이 전시는 6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 진흥을 위한 연중 캠페인으로 문화관광부가 1999년도부터 펼친

‘전국민책읽기운동’에도참여하 다. 특히‘나를움직인한권의책’은한국방송공사(KBS)와

국립중앙도서관주관으로 1999년 5월말부터주 5회, 저녁 9시뉴스직후 1분가량출연인

사가감명깊게읽은책을소개하는프로그램으로주목을받았다.

1999년 6월 22일에는 시민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는 거리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서울지

하철2호선강남역부근에서윤희창관장을비롯한직원30여명이거리캠페인을펼쳤다. 

2000년3월16일에는SBS 라디오와국립중앙도서관대강의실에서특집생방송으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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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책으로 여는 세상’특별 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위)과 친필 서명(아래)



1998년 국민 독서 캠페인‘책으로 여는 세상’특별 행사

▲ 정기 관장이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이두 한국도서관협회장 등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와 함께 대통령을 접하고 있다.

◀▶‘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 도서’특별전 개막 테이프를 끊고 전시 자료를

감상하는 모습

▼ 김대중 대통령이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정보봉사실에서 자료검색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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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놀자’프로그램을진행하는등국민독서진흥향상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 다.

이같은독서진흥운동은 2002년‘책사랑릴레이운동’으로이어져 2002년 5월 22일국

립중앙도서관은 전국 16개 지역대표도서관장에게 책사랑 릴레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서신과 함께 유홍준 씨의‘완당평전’전질 3권을 전달하 다. 이 운동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면서시작되었는데, 평소에존경하거나사랑하는사람에게자신이선정한책을선물

하여책읽는분위기를확산시켜나가자는운동으로전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도서관정책과국민독서진흥업무를주관하게된것은 2004년 11월

19일 문화관광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면서부터 다. 이에 따라

기존의주요독서진흥사업인전국독서교실의운 과함께도서관·문고등독서진흥을

위한시설·설비의확충, 독서진흥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과‘독서진흥에관한연차보

고서’, ‘국민독서실태조사’의발간및‘독서의달’행사주관, 독서문화상시상, 민간단체

독서 행사 후원 등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립중

앙도서관은국민의독서의욕고취와독서인구의저변확대를이루어국민독서생활화를

확산시키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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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현분관

1945년 10월 15일 개관 이후 국립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당

시서울시내에중·고등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도서관은남대문도서관과종로시립도서관

뿐이었으며, 대다수 중·고등학교에도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연히 많은 학생들이

국립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이에 국립도서관은 열람실 부족과 국립도서관이 공부방화되는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청소년을주이용대상으로하는분관설립을검토하기시작했다.

국립도서관은 1945년 12월 21일분관설치계획을세워분관으로이용할수있는건물을

물색하기 시작했으며, 1946년 1월 22일에는 분관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정식으로 미 군정

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가 비교적 많이 모여 있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적

합한 입지로 지목되었던 교동 천도교본부 인근과 차선으로 조사되었던 서울 시내 일인(日

人) 사원(寺院)이 모두 조건이 충분치 못해 국립도서관 분관 설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후 중·고등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은 6.25 전쟁이 휴전되고 국립도

서관이재개관하면서부터 다.

이에 따라 국립도서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서고 부족을 해결하고자

1942년 준공하여 사용중이던‘아현서고’의 일부를 중·고등학생을 위한 열람실로 개조하

여‘국립도서관아현분관’으로 1957년 9월 20일에개관하 다. 

아현분관은 개관 이후 계속 늘어나는 청소년 이용자를 위하여 1959년 4월에 열람석을

증설하고 1962년에도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신·증축을 계속해 건평 983평(대지 841

평) 규모에 일반열람실 400석, 아동실 50석, 참고실과교양실 210석을 갖추며 도서관으로

서의면모를갖추어나갔다

그러나 1978년 10월에 서울시의 마포로 확장 공사로 아현분관의 대지와 건물 일부가 도

로에흡수됨에따라규모가건평 513평(대지 505평)으로 줄어들면서열람실의대폭축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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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해졌다. 이에 아현분관은 줄어든 열람 공간을 확충하고자 관리실을 축소해 일반열람

실238석, 여학생실 120석, 참고실72석, 아동실60석, 도서관학연구실24석등총514석을

갖추고운 에힘쓰는한편, 주변의소음과협소한장소등여러가지좋지못한여건을해결

할 만한 신축 분관 부지를 계속 물색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978년 11월부터

신축(공사비 8억 1300만원)중이던강남구역삼동역삼공원지구내의역삼도서관을동위원

회와의협의를거쳐9월 1일문교부장관재결로아현분관과교환·인수하게되었다.

제2절 역삼동분관

1979년 10월 22일서울시교육위원회의역삼동분관을인수하여신축, 아현분관을이전

하 다. 총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역삼동의 분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도서관 전용 시설로 30만 장서를 수용하는 서고와 어린이실, 음향자료실, 회원자료실, 일

반열람실등총 1200석을갖춘 10개의열람실및연구실, 전시실, 휴게실등을갖추었다.

1981년 9월 30일역삼동에서개관한분관은자료의수집·등록·정리등과같은기본적

인 업무 수행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지도적 시범 공공도서관으로

서의역할수행에주력해나갔다. 특히 1981년개관당시로서는드물게훌륭한시설을갖춘

어린이실과회원자료실을설치·운 하여독서인구의저변확대에기여하 다. 또한이동

도서관을 운 하고 전국 독서교실 주최, 독후감상화 그리기 등을 개최하는 등 공공도서관

의기능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다. 아울러자원봉사제도를도입하여자원봉사자들이자

율적으로독서회, 꽃꽂이회등을구성하여운 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이동도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자노력하는공공도서관의표본역할을하 다.

1. 자료수집정리

분관의자료수집은납본과구입, 기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중납본은본관에납본된

자료 중 아동·청소년의 도서, 학습서, 비도서 자료 등을 인수받아 이용했고, 분관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이용자인 점과 관외대출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

여교양도서중심으로이용빈도가높은자료를주로구입했다.

자료의 정리는 1992년부터 수서·정리·이동도서관 업무 등에 도서관 업무 전산화 PC

패키지‘KOLAS’를 적용했다. 이전에는 주로 납본된 아동 도서를 중심으로 본관과 온라인

으로 연결하여 전산 처리를 해 왔는데, KOLAS의 적용으로 종래에 수작업으로 하던 구

입·교환·수증자료업무에도전산화가이루어질수있었다. 1992년 6월 KOLAS 사용을

위해자체PC를구비하고, 7월 20일 KOLAS를통한수서업무를개시한데이어, 8월부터

는정리업무와이동도서관업무에도KOLAS를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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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실운

가. 어린이실·가족열람실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본보기로서 어린이 자리, 어머니 자리, 그림 책상, 아기

침대, 간이연극무대등을마련하고, 어린이의독서습관발달에도움이될각종프로그램

을 운 했다. 1996년 이후 가족열람실로 개칭하고 자녀 교육 분야 등 학부모용 자료를 추

가 비치하여 유아 및 어린이 중심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도서 2만

2000여책을유아및어린이자료로구분해놓아쉽게접근할수있도록했다. 또한엄마와

아이가 함께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유아방(14석)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맞추

어어린이교육용전자놀이방인피코방과컴퓨터(PC 586, 5대)를설치, 제공하 다.

1997년부터는 취학전 어린이들의 독서 활동과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인근 유치

원생을 초청해 1일 독서교실을 개최했다. 1일 독서교실은 도서관을 평생 학습의 장으로 인

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취학 후에 조사 학습을 병행하는 교

육과정에따라어린이들이도서관을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도록유치원대상도서관견

학을실시하여도서관이용법, 자료이용법등을지도하 다.

나. 회원자료실·문화가족회원자료실

도서관이용자들을위하여국내에서는처음으로회원자료실을신설해대출및우편예약

대출제도를실시함으로써도서관과이용자와의거리를좁히고소장된자료를널리활용시

켰다. 분관은 1981년역삼동에개관당시지역사회주민들의활발한도서관자료이용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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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기위하여회원제도를도입했는데, 이용자는분관의회원이되기위하여 10책 이상의

양서를기증하고회원가입신청서를제출해소정의심사를거친후회원증을발급받아회원

자료실을이용할수있었다. 당시 분관의회원들은회원자료실장서에한하여 1회에 3책까

지 14일간 관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도서관이 주관하는 교양 및 문화 행사 안내를 우

선 제공받는 등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1996년 이후에는 문

화가족회원실로개칭되어회원의 1회대출책수가 5책으로확대되었다.

다. 음향자료실(어학훈련실)·비도서자료실

아동, 청소년, 성인등이용자계층에따라외국어듣기등어학중심의프로그램과다양

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 하 으며, 이후에는 비도서자료실로 개칭하여 비디오

부스 32석과 오디오 부스 41석을 갖추고 비디오 2000점, 카세트 테이프 3000점, CD-

ROM 470점등의자료를비치하여시청각자료의이용활성화를도모하 다.

라. 온독실(노인전용자료실)

1982년 7월 27일분관은 60세이상이면누구나이용할수있는노인전용자료실인‘온

독실’을개설했다. 논어에서발췌한단어로서‘마음의양식을쌓는그릇’이란뜻의온독실은

약 20평 크기에 2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식의 열람실에 족보와 사서삼경 등 고서

250책과노인들이즐겨보는역사서등의자료들과서예도구를비치하 으며, 매주화요일

에는시작(詩作) 대회를여는등노인복합문화공간을구현하고자하 다.

마. 출판정보자료실

출판사와도서관의협력활동을강화하고시민들에게양질의출판정보를제공하기위해

1994년 11월 17일 출판정보자료실을 개실하 다. 이 자료실에는 계몽사를 비롯한 15개 출

판사의 6500여출판자료들이전시되었으며이용을원할경우 1층회원실에서대출을신청

해열람할수있도록했다.

그외에도총류·인문과학자료실, 사회·자연과학자료실, 연속간행물실을개가자료실로

운 했다.

3. 독서교실운

독서교실은아현분관이 1971년부터시행한어린이독서회가그뿌리로, 체계적인독서지

도를 시행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 경험을 통해 지식을 소화

해 내는 능력을 길러 주며 도서관의 종합 공간,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73년도전국공공도서관장회의에서어린이독서교실을전국적으로확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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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로 결의한 것을 계기로 1974년부터 매년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3~6

학년)을 대상으로 1주일간도서관이용법, 동화구연, 독후감작성법등을지도하는어린이

독서학교를 운 하 다. 1976년에는‘독서학교’가‘독서교실’로 개칭되었으며, 분관은

1998년 12월 1일 학위논문관으로재개관하기위해휴관하기전까지계속해서매년여름·

겨울방학동안독서교실을운 하 다.

4. 이동도서관운

역삼동 분관은 1983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 해 도서관의 활동 범위를 지역 사회 전역

으로 확산하여 도서관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건전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998년도에는 문화 소외 계층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등35개문화소외지역을선정해중점운 했다.

5. 독서지도및문화행사

가. 문화행사

분관은 어린이 책잔치, 어린이·어버이 책잔치, 청소년 책잔치 등 매년 5월 가정의 달과

청소년의달, 독서주간, 어린이독서주간을맞아어린이와청소년을비롯해전가족구성원

을대상으로독서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여러가지문화행사를주관, 개최했다.

더불어 도서관을 수험생들의 공부방처럼 여기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

센터로서의기능을제고하기위해문화사랑방을설치하여서예교실, 독서클럽, 시사랑모

임 등 문화 활동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가족 한마당, 고전 동화 비디오 감

상회, 고전명화감상회, 동요레크리에이션, 각나라연전시회, 엑스포관련자료전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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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구 분 등록 인원 이용자 수 대출 책 수 비 고

강동구
제1지역 143명 780명 2,234책 잠실주공3단지 아파트

제2지역 151명 871명 2,544책 가락동 주공아파트

강남구
제1지역 96명 441명 1,251책 개나리아파트

제2지역 20명 112명 331책 내곡동

동작구 24명 106명 307책 상도1동

관악구 22명 123명 364책 봉천3동

성남시 113명 437명 1,230책 하대원 주공아파트

과천 137명 718명 2,113책 과천주공2단지 아파트

안양 114명 539명 1,563책 비산동 주공아파트

계 820명 4,127명 11,984책

[이동도서관 운 현황(1983년)]이동도서관

creo




린이도서전시회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 해문화공간으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1) 독서백일장

분관신축개관 1주년기념행사로 1982년 9월 26일에제1회어린이독서백일장을실시

하 다. 이행사는어린이들에게독서에대한흥미와습관을길러줌으로써꿈을키워주고

도서관이용을생활화하도록이끌어주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었다. 오전에는독서를하고

오후에는 독후감을 쓰거나 독후감상화를 그려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사 기준은 도서관 이

용태도 100점과독후감및독후감상화 100점을합하여만점이었다. 독서백일장은 1986년

5회까지실시되었다.

2) 뿌리찾기가족백일장

뿌리 찾기 가족 백일장은 어린이와 어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1가족 2인 이상)가

참가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가족 생활을 장려하자는 취

지에서 시행되었다. ‘좋으신 할아버지·할머니’등의 주제를 당일 제시하여 200자 원고지

10매내외분량의원고를제출하는방식으로 솜씨를겨루었다.

3) 옛날이야기대회

1992년 4월에는 고전 독서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옛날이야기로

발표하는대회를개최했다. 옛날이야기대회(고전동화구연대회)는학교장이추천한어린

이및어머니가학교별로각 2명씩참가하여전래동화와고전동화를발표하거나, 60세이

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발표 중간에 시연 발

표를두어흥을돋구기도했다.

4) 고전독후감감상문쓰기

처음에는 초등학생과중·고등학생들이문화부선정고전을읽고독후감상문을쓰는대

회로 개최되었으나, 차츰 대상층을 일반인으로 넓혀 나가는 한편 주제도 다양화되었다.

1992년도에는 전국 국민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고전 도서에 대한 독후 감

상문을 모집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5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강당에서시상식을가졌다. 1993년도에는대상층을일반인으로넓혀 5월 30일까지어린이

505명, 청소년 609명, 일반인 4명등 1118편의우수고전독후감을접수, 심사하여 6월 12

일 분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또 1994년도에는 5월 문화의 달을 맞아 아동문학가 강소천

의 작품을 대상으로 독후감상문을 모집하 으며, 1995년도에는 독립운동 인물 및 역사 관

련 도서의 독후감상문 공모를 실시했다. 1996년도에는‘문학의 해’관련 사업의 하나로 동

화·문학 관련 독후감상문 공모를 시행해 5월 31일까지 접수한 후 6월 말 경 약 150여 명

377제9장 _분관운



에게국립중앙도서관관장상을비롯해장학금등을시상했다.

5) 전국독서왕선발대회

개인신청및학교와단체에서추천을받은국민학교 4~6학년어린이들을대상으로 1차

필기 시험을 거친 후 독서 퀴즈로 본 시합을 열어 독서왕을 선발했다. 1991년도에는 각 국

민학교에서책을가장많이읽고독서능력이우수한어린이 10명이내(4~6학년)를선정해

필기 시험(국내 고전·위인전 60%, 국내외 동화 40%)을 치 으며, 1992년도에는 국립중

앙도서관본관강당에서행사를시행했다. 

1993년도에는 5월 19일 782명의어린이와동반가족들이참가한가운데대회를개최해

단체부금상(문화체육부장관상)에서울유석국교등3개교가, 개인부금상(문화체육부장관

상)에 서울금화국교 6학년 정신혁 군이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은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동

상(한우리독서운동본부장상) 등 총 27명이 수상했다. 1996년에는 참가 자격을 초등학교

4~6학년부터중학교 1~3학년으로확대하고독서시험(객관식 50문항, 논술형 1문항)을실

시하여우수자를선발했다.

나. 어머니독서지도강좌, 청소년독서·논술지도강좌개설

분관은 학부모를 위한 문화 강좌도 개설 운 하 다. ‘문화의 뜨락’은 인기 작가의 강의

를듣고가정과자녀문제에대한상담시간을가지는학부모대상문화강좌로 1992년 4월

17일에는소설가박완서씨의‘여성-창조적삶의지혜-미래의사회, 가정, 부부상’과, 방송

작가이며 교사인 이은집 씨의‘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청소년 문제 예방과 바람직한 자

녀교육’을주제로강연회를개최했다. 1995년도에는어머니들의독서지도능력을배양하

여책읽는가정문화를만들기위해초·중학교학부모 100명을대상으로‘독서교육과부

모의 역할’강좌를 개설하여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어린이도

서연구회이주 부회장등의강의로진행하 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논술 지도를 위한‘청소년 독서·논술

지도강좌’를중학생을대상으로매월넷째주토요일오후 3시부터 5시까지운 했다. 100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무료로 운 한 강좌의 내용은 심훈의‘상록수’등 12개 소재와 논

술의 기본 주제 설정 등 12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강사는 도서관문화가족 운 위원들이

맡아진행했다

다. 어머니독서클럽, 청소년독서클럽지원

분관은어머니독서클럽, 청소년독서클럽등 17개독서모임을지원해왔다. 특히 1993년

‘책의 해’를 맞아 계층별 독서 운동으로 주부 대상의 독서클럽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주

부들의도서관이용을생활화함으로써가정의독서문화를꽃피우고사회의문화적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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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이바지했다. 

그 첫모임이 1993년 4월 6일역삼동분관 1층가족열람실에서 150여 명의주부회원들

이참석한가운데이루어졌는데, 10여 개동아리모임으로구성되어정기적인모임을통하

여 독서 토론, 독서 정보, 자녀 독서 지도 의견 등을 교환하 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

창작등의문화학교운 , 독서가족백일장등문화행사를비롯하여자체문학의밤행사,

가정 공공 문고 등의 프로그램을 운 하 으며, 어머니독서클럽 회원들은 청소년독서클럽

지도 담임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 다. 또 도서관주간과 독서의 달에는 동아리별

로독서클럽운 사례발표및토론회개최와독서감상문모집등의행사를개최하 다.

도서관 문화가족 회원 제도와 어머니독서클럽은 주부들의 의미 있는 여가 시간 활용과

함께가정의독서분위기조성에일조하며국민독서운동활성화에크게기여했다.

제3절 학위논문관

1. 추진배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1981년 역삼동에서 신축·개관한 이래 국가문헌의 관리·이용

및공공도서관의표본모델제시를위한공공도서관기능을수행하는데주력해왔다. 그러

나 1990년대 이후에 각 공공도서관들도 폐가식에서 개가식 운 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자

료의관외대출, 전산화등을실현하며지역주민을도서관으로끌어들이기위한각종문화

행사를 실시하는 등 변신을 꾀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21세기정보화시대를맞아사회각부문이급속하게변화, 발전하고있

는추세에부응해공공도서관의기능을탈피하여전문자료관으로육성시키는방안을강구

하 다.

그러던중 1998년 4월에본·분관건물안전진단실시후분관건물에대한전면적인보

수·보강공사의필요성이대두되어 1998년 12월 1일부터건물보수·보강공사를시행하

며 휴관을 실시하 다. 때마침 본관은 학위논문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이용 불편과 분관의

전문화계획을수립하기위해한국도서관협회에학위논문자료의효율적인이용환경조성

에관한연구용역을의뢰하 다. 

연구 결과 분관을 학위논문 서비스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여 완전 개가제로 운

함으로써 학위논문의 종합적인 수집·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에따라 1999년 1월‘국립중앙도서관의지식기반확충을위한역점사업추진계획’의

장관 보고 시 분관의 학위논문관 개편을 보고하고, 동년 6월 분관의 학위논문관 운 계획

이수립되어학위논문관이관을추진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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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분관휴관후 1998년말부터자료이동등 6개월여의공사준비기간을거쳐 1999년 5월

말부터 9월까지본격적인건축및설비공사에들어갔다. 4월에는‘분관건물사용하중분

석 및 비품 배치도’의 용역을 의뢰했으며, 7월에는 자료 포장 및 이동 작업을 시행했다. 또

공사이후약 2개월동안개관준비로자료배가및실내정비등을하기위해분관의일부

직원들이학위논문의수집, 정리및이용과관련된업무이관차본관에파견근무를했다.

1999년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본관의학위논문원본등 45만 4204책(석사논문 38

만 5256책, 박사 논문 6만 8948책)을 이전하고전면적인건물보수·보강공사가끝난후

1999년 11월 1일학위논문관으로개관하 다.

새롭게문을연학위논문관은학위논문전용관으로서의기능에맞추어각종시설과장비

등을 대폭 개선하 다. 이에 따라 학위논문실이 폐가제로 운 되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가제와 개가제를 병행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또 본관과

연결된전자자료실을 1층에설치하여소장자료검색은물론인터넷정보검색과국내외학

위논문DB 및학술정보이용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학술정보서비스의첨단화를추진하

고 학위논문의 수집, 정리도 하 다. 아울러 본관 자료 이용과의 연계를 위해 본관과 학위

논문관을오가는셔틀버스를일요일을제외하고매일3회운행하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정식 명칭을‘학위논문관’으로 바꾸었다. 행정자치부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372호, 2001.

9. 29)을공포해관련조항제41조제1항을“중앙도서관의업무중학위논문에관한업무를

분장하게하기위하여학위논문관을둔다.”로개정하고, 나머지항도‘분관’을‘학위논문관’

으로, ‘분관장’을‘학위논문관장’으로개정했다.

한편이전에분관에서운 하 던가족열람실, 회원자료실, 3개 주제별자료실, 4실 904

석의 일반열람실, 문화가족회원 관외대출제도, 독서클럽활동 등을 폐지하고, 학위논문 이

외의자료는국립중앙도서관본관에서이용하도록했다.

3. 학위논문관개관및홍보

학위논문관의 개관식은 11월 1일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외

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아울러 학위논문관 개관을 기념하여 2000년 2월 28

일 학위논문관 4층에서도서관관계자 130여 명이참석한가운데‘학위논문의디지털현황

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하에 포럼식 주제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는 박홍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국내학위논문의디지털현황및활용’, 강강남(아카데미인프라사

장)의‘국내외학위논문의본문서비스현황과발전방안’,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

당관)의‘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현황과운 방향’등이주제발표되었으며, 남태우중앙대

학교교수의사회로‘학위논문의디지털화개선방안’에대한종합토론이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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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관 개관 기념 세미나(2000년)



이와함께개관관련홍보활동을활발히전개해2000년 1월에는개관후2개월간의운

및이용실태를조사, 분석해언론에소개했다. 설문 조사결과이용비율은남자(39.5%)보

다 여자(60.5%)가 21% 더많았고, 직업별로는대학생 59.3%, 대학원생 20.5% 순으로조사

되었으며, 자료 이용 및 직원의 친절도는‘대체적으로 친절’(75%)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학위논문관은학위논문관개관기념세미나개최의홍보와함께이용자들에대한서비스

차원에서학위논문관이용안내문(6000부)을제작해배포했다.

4. 학위논문수집·정리·이용서비스

가. 수집

학위논문관은 전국 각급 대학교에서 수여받은 석·박사 학위논문 전량을 자료제출제도

에 의해 수집하고 있으며, 대학원 설치 대학(교)에 매년 전·후반기에 학위논문 납본 안내

문을발송하고있다. 또한외국의학위논문은그내용이한국과관련있거나한국인이작성

한논문및학위논문이용관련참고자료위주로수집하 다.

나. 자료정리

동양서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 4판)’, ‘듀이십진분류법(DDC 21판)’을 병행하고

서양서는‘듀이십진분류법(DDC 21판)’으로분류기호를부여한다. 도서기호동양서에대해

서는‘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를 사용하다가 2002년부터‘연대별 수입순번호’

를 사용하고, 서양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카터센본저자기호표(Cutter 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 3판)’를 사용하고 있다. 목록 편성은 동양서, 서양서 모두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기술규칙단행본용’으로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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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수집 현황]
(단위 : 책)

비 고

2000 120,423 9,056 129,479
- 1999년 이월분 22,405책 포함

- 동양서 복본 2,169책 공공도서관 지원

2001 106,159 9,570 115,729 - 동양서 복본 387책 공공도서관 지원

2002 106,572 8,710 115,282

2003 102,487 9,426 111,913

2004 124,714 7,774 132,488

연 도 동양서 서양서 계

creo




다. 이용서비스

학위논문관은자료이용편의를위해개가제와폐가제로구분해자료실을운 하 다. 개

가제자료실은석·박사별로구분해일정기한이전논문은서고에보관해폐가제로운 하

고, 그이후에수집한논문자료는이용자가직접검색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가

제로운 하 다. 

이에따라당해년도기준최근 3년간발행된자료는개가자료실에비치했다. 또 1층에전

자자료실을개설하여소장자료검색을서비스하 다.

2001년도에는 전국 42개 대학도서관에 박사 학위논문 원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해,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용 단말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대학교에

서도이용할수있게하고저작권자와의협의를통해인터넷서비스도가능하게했다. 제공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인문과학 분야(총류·철학·종교·예술·어

학·문학·역사) 박사 학위논문의 원문 정보(총 7534건) 중 해당 대학교에서 받은 논문의

원문및초록과목차정보데이터베이스다.

그외에국회도서관과협약을체결해 1층전자자료실에서국회도서관구축학위논문원문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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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80,466 35,729
516,195

440,03 876,157

2001 535,432 40,897
576,329

493,704 82,625

2002 584,900 45,173
630,073

537,230 92,843

2003 632,655 50,494
683,149

581,514 101,635

2004 695,344 55,063
750,407

646,508 103,899

연 도 동 양 서 서 양 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학위논문 소장 현황]
(단위 : 책)

총 계

[학위논문 자료 정리 현황]
(단위 : 책)

연 도 동 양 서 서 양 서 계

2000 103,441 5,857 109,298

2001 111,627 10,662 122,289

2002 111,205 10,022 121,227

2003 95,531 10,643 106,174

2004 124,714 7,774 132,488

creo




5. 자료실운

가. 석사논문실

학위논문관 3층에 자리한 석사논문실은 인문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기술과학 분야

(2003년부터)로 구분하여 일정 기간(당해년도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된 자료는 개가자료실

에비치) 이후에간행된석사학위논문을비치하고있다. 이와함께이용자의소장자료검

색편의를위해 2003년부터소장자료검색용 PC 10대와노트북코너 4좌석, 스캐너 1대,

자율복사기2대를설치해운 하 다.

나. 박사논문실

박사논문실은 81.6평(270㎡)의 개가자료실로 일정 기간 이후(당해년도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된자료는개가자료실에비치)에국내외에서간행된박사학위논문을개가제로비치해

운 하 다.

383제9장 _분관운

2000 178,978 915,324 455 956 243 681

2001 292,153 1,366,606 1,083 2,719 452 1,380

2002 287,761 182,665 1,086 3,128 735 2,271

2003 304,621 1,285,263 1,354 3,060 219 965

2004 375,535 1,205,213 876 2,372 269 1,302

연 도 이용 인원 이용 책수
일 평균 인원 일 평균 책수 일 평균 인원 일 평균 책수

[학위논문 이용 현황]
(단위 : 명, 책)

개가자료실 폐가자료실

2000 133,260 59,650 73,610 547

2001 151,961 62,345 89,616 893

2002 170,630 73,339 97,291 883

2003 129,462 57,818 71,644 812

2004 138,797 83,377 55,420 510

연 도 비치 자료 총계
인문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일 평균 이용자

[석사논문실 비치 자료 및 이용 현황]
(단위 : 명, 책)

동 양 서

학위논문관 석사논문실

creo




다. 대출실

학위논문관 4층에 위치한 대출실은 국내외에서 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 자료를 비치

해 이용자의 자료 신청 시 대출·열람하는 폐가제로 운 하 다. 주로 개가자료실에 비치

된이전자료를서비스하 다.

총 395평의넓이에이용자열람공간, 서고, 대출대로구성되어소장자료검색용PC 10

대와워드용PC 6대, 노트북코너 4좌석을구비하고있으며, 복사기 26대를설치한복사실

을운 해자료복사편의를제공하 다.

라. 전자자료실

전자자료실은학위논문관이용관련참고봉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소장자료검색

및 인터넷 검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네트워크망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LAN시스템을구축했으며검색용 PC 66대 및프린터기 11대, 스캐너 1대를설치해운 하

다.

2002년도부터 학위논문관의 통합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PC를 확

충, 교체하여 정보 처리 및 이용 속도를 확대 개선하 다. 또 소장 자료 검색, Web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학술 정보 검색, 인터넷 정보 검색, 노트북과 워드프로세스 이용 등의 서

비스를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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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57,029 289,070 41,431 11,789 14,789 243 750

2001 407,694 32,152 46,645 21,591 19,306 452 995

2002 440,060 343,941 49,851 24,959 21,309 734 2,271

2003 539,867 412,490 77,384 24,650 25,343 200 882

2004 597,358 477,177 65,118 30,534 24,529 306 1,483

연 도 비치 자료 총계 동양서 석사 동양서 박사 서양서 석사 서양서 박사 일평균이용인원 일평균이용책수

[대출자료실 비치 자료 및 이용 현황]
(단위 : 책, 명)

2000 58,136 140

2001 16,674 452

2002 19,072 204

2003 13,820 176

2004 14,252 298

연 도 비치 자료 총계(동양서) 일 평균 이용자

[박사논문실 비치 자료 및 이용 현황]
(단위 : 명, 책)

creo




6. 이용서비스개선

가. 야간도서관운

2001년 3월 2일부터평일개관시간에도서관을이용할수없는직장인들과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도서관을 운 하 다. 이에 따라 이용 당일 오후 5시(동절기 오후 4시)까

지 이용할 자료를 전화·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자료 이용 시

간을 연장 신청하면 학위논문관 1층 전자자료실에서 오후 9시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

하 다. 

대상 자료는 학위논문관이 소장하고 있는 50만여 권의 학위논문으로, 3책 이내에서 이

용이 가능하다. 야간도서관은 정기 휴관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운 되는데 2001년도에는 9783명이 1만 1424책을이용하 고, 2002년에는 1

만 1467명이 1만 2508책을, 2003년에는 2808명이 8001책을, 2004년에는 1903명이

7379책을이용하 다.

나. 우편복사서비스제도

우편복사서비스제도는 이용자가 인터넷과 팩스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복사 신청

하면, 이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제도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시

행하 다. 2002년도에 4만 5920여 책, 2003년도에는 7477여 책, 2004년도에는 7867여

책을우편복사를통해제공하 다.

다. 사전예약제도

토·일요일에도 서고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금요일까지 전화·팩

스·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주말에도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사전예약 제도를 실시

하 다.

7. 기타활동

가. 학위논문소장목록집발간

학위논문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에는 청소년 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소장 목록 2종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150부를 제공했으며, 2003년에는 종교 분야와 문

화행정분야의소장목록 2종을발간해관련기관 90개처에배포함으로써정부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이어 2004년도에는 학위논문관에 소장된‘석·박사논문목록자료

집’총 1만 9437책을발간하여교육인적자원부등 10개부처및소속기관 178개처에 1100

부를배포해정책수립에도움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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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소장학위논문수집을위한검색작업추진

국가문헌자료의총체적수집관리및정보자료이용활성화를위하여그간간행된석·

박사학위논문중미소장자료를파악하여미소장자료는모두수집할수있도록수집체제

를개선해나갔다.

다. 학위논문운 협의회개최

학위논문관은전자도서관등주변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감과동시에학위

논문활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대학도서관의상호협력기반구축을위하여학위논문운

협의회를 개최하 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3월 27일과 11월 16일에 국회도서관, 서울

대학교 도서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2002년도에

는 7월 10일과 10월 25일에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행정부처 자료실 담당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또 2003년도에는 6월 27일과 11월 26일 등 연 2회에

걸쳐 한국교원대학교, 경원대학교 등 총 12개 대학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 으

며, 2004년도에는 강원대학교, 국회도서관 등 총 19개 대학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3회학위논문운 협의회를갖고상호협력관계를돈독히했다.

라. 관련대학도서관방문조사·협의

학위논문관운 에필요한학위논문납본관계, 논문활용및운 에따른실태, 전자자료실

구성및운 상황등을조사하기위해해당대학교도서관을방문하여업무를협의하 다.

2001년도에는고려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한양대학

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포항공과대학교 도

서관,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 KAIST 과학기술전자도서관을방문하 고, 2002년도에는전

남대학교도서관, 전북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안동대학교도서관등4개처를방

문하 다.

마. 환경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학위논문관의환경개선을위해 2001년도에는PC 30대를확충하여통

합정보시스템과인터넷의원활한이용을도모하고자전자자료실의시스템을확대, 개선하

다. 또 2003년도에는학위논문관의자료실자료기반확립과소장자료의효율적관리, 대민

정보자료이용서비스향상및자료실·서고공간조정을위한자료이동작업을2회에걸쳐

실시하 다. 이에따라박사논문실과석사논문실통합운 , 3층과 4층의복사실통합운 ,

자료이동배가작업(14만 6519책)을실시했다. 또식당의내부시설을현대화하는등학위논

문관환경을자료이용에최적화하여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 다. 2004년에

도자료이동작업을2회에걸쳐실시하 는데, 대출실서고이동으로4만8879책, 석박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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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실조정으로12만6914책등총17만5793책에대한자료이동배가작업을시행하 다.

또한장애우와이용자의편의를위해지하1층부터지상4층까지운행하는승강기를중앙

현관에설치하여운행하 고, 이용자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내공기상태를측

정해유지기준및권고기준측면에서모두적합하다는결과를얻었다. 이밖에도 1층보관

함실·전자자료실·3층자료실및외곽에CCTV를설치하여비상사태에대비하 다.

8. 학위논문관서비스중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건립 공사로 현 학위논문관을 2005년 6월 28일부터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2006년 5월 예정) 시까지 휴관하고, 학위논문 자료를 본관으

로 이관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학위논문실(7층)을 개실하여 학위

논문이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학위논문관직원은본관에임시사무실을설치하고 2005년 7월 15일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설립기획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직제, 아동 자료 이동 계획, 개관 행사

준비, 국내외자료구입등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개관준비업무를추진하고있다.

제4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

1. 설립개요

가. 추진배경및기능

1) 추진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도 개관을

목표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

립을추진하고있다.

이는 2002년 8월 문화관광부의‘도

서관 발전 종합 계획(2003~2011년)’,

2002년 12월‘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와 2003년

6월‘국립중앙도서관의합리적조직개

편 및 인력 운 방안 연구’등에서 학

위논문 자료의 매체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학위논문 자료는 본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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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고학위논문관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기능전환을할필요성이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최근어린이도서관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산되며지방자치단체등에서

도 어린이도서관을 적극 설립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공공어린이도서관 현장 사서 및 연구

자들이 어린이도서관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을 제

기해와사업추진에더욱탄력을받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관

내직원을중심으로어린이청소년도서관T/F를 조직하여그연구결과를 2004년 10월‘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 계획’으로발표했다. 또국내외어린이도서관에대한기초자료

조사를위하여 2004년 7월순천‘기적의도서관’등총 9개공공도서관및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2004년 9월에는 일본의 국제어린이도서관·국제아동문학관·동경어린이도서관

등 7개 관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실시하 다. 이어 2004년 12월에는‘책읽는 사회문화재

단’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 연구’용역을의뢰하여각계인사초청공청회를거쳐

연구보고서를발표하 다.

200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관을 어린이청소년도서관1)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로결정하고 2005년 7월 15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을발족해학위논문관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능에 알맞게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추진하고있다.

2) 설립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근린공원 내

◆규모 : 연면적 2435평 / 지상 4층·지하 2층

◆공사 기간 : 2005년 9월~2006년 4월

◆공사 내용 : 학위논문관 내·외부 개보수 공사

◆이용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연구자 등

◆자료실 구성 : 어린이실, 국제어린이실, 연구자료실 등

◆소장 능력 : 30여만 책

◆조직 및 인원 : 1관장 3개 과 58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존 학위논문관 건물의 개보수 공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안전진단결과보강공사부분이추가발생되었다. 이에따라당초계획을조정하

여인테리어를포함한건축, 기계설비, 보강공사의병행추진이불가피하게되어, 예산범

위 내에서 2005년도에는 1층부터 3층까지의 자료실 부문(1~3층)을 집중적으로 공사하고

2006년도에는지하 1~2층과지상 4층을공사한다(연도별예산 : 2005년 23억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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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4억 1000만원).

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기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간의

구심체가되기위하여어린이도서관관계자및아동문학연구자등의조사및연구활동지

원을 위한 어린이전문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 을 위한 프로그

램및정책개발을통한어린이청소년도서관발전정책수립기능, 어린이·청소년독서문

화 정착을 위한 독서 진흥 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능, 어린이실 및 청소년자료실

등의운 을통한어린이·청소년정보서비스방향제시를통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모

델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예정이다.

나. 시설및공간구성

새롭게단장될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와청소년들이도서관에대한호감도를

높일수있도록건물내·외관에밝고즐거운분위기를연출하는설계와함께각층의색상

과디자인을이용대상에맞게특화하고안전성및친환경성을고려하여개보수하 다.

공간구성은크게어린이공간, 청소년공간, 연구자공간, 강당등으로구분되며, 주이용

자층인어린이와청소년의접근및이용편리성을고려하여층별배치를다음과같이하 다.

◆1층 :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어린이실과 국제어린이실

◆2층 : 멀티미디어실과 전시실

◆3층 : 연구자료실, 청소년실, 종합사무실

◆4층 : 강당, 세미나실, 독서토론실, 서고자료실

◆지하 1층 : 브라우징 코너 공간

◆지하 2층 :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식당 공간

다. 조직및인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적정수의 직원 확

보와도서관의효율적운 을위한사서의전문성및역량강화에주력한다는방침하에‘문화

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를 개정했다. 학위논문관을‘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기

능 및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의 학위논문관 직제를 폐지하고 1관

장, 3개과를신설하고자2005년4월27일2006년소요정원(안)을문화관광부에상정했다.

또 2005년 7월 15일행정지원·기획협력·정보서비스 3개팀으로구성된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이 발족되었고, 2005년 12월 현재 정부안 정원 58명(증원 31명)으

로확정되어국회에서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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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및기타활동

가. 자료수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납본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 자료의

구입 및 기증을 통하여 청소년 및 연구자용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 자료는 아동 관

련연구자료및청소년대상도서위주로, 외국자료는세계각국에서발간된어린이자료

와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 다. 또한 원로 아동문학가 등을 대상

으로 자료 기증을 유도하고, 국내외에서 발간된 어린이 청소년용 디지털 콘텐츠 등 비도서

자료도구입할방침이다.

2005년에는국내자료 8498책, 국외자료 5885책등총 1만 4383책을수집하 으며원

로아동문학가강소천, 박홍근, 윤석중선생소장아동문학관련자료를기증유치하 다.

나. 자문위원회구성및자료발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요 정책 및 운 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관계자, 관련 교사 및 교수, 아동문학가,

출판 관계자 등 15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9월 15일에 회의를 개최하

다. 또한 어린이도서관및 관련 단체의 독서 프로그램현황 조사, 어린이도서관실무자 회

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독서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함께‘독서를 통한 정보 활용 능

력 가이드’(초등학교 고학년용)를 발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및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에 배포하 다.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

적으로대상을확대하여개발·보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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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통한 정보 활용 능력 가이드’

관장 (3급)

행정지원팀 (4급)

서 무 계

일반 서무

시설 관리

청사 방호

예산

계약

물품

지출

기획 총괄

교육 지원

독서 개발

홍보·전시

국내 자료 수집

국외 자료 수집

서지 발간

교류 협력

국제어린이실

자료봉사총괄

어린이실

청소년실

서고자료실

연구자료실

전산시스템관리

디지털콘텐츠개발

멀티미디어실

경 리계 기획연구계 자료협력계 정보서비스계 전자정보계

기획협력팀 (4급) 정보서비스팀 (4급)

creo




다. 사서능력향상프로그램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효율적인운 및정보서비스를위한사

서의전문성향상과역량을강화하고자세미나또는워크숍을개최하는등사서능력향상프

로그램을개발, 운 할방침이다. 이러한계획의일환으로 2005년도에는아동출판, 그림책,

공간구성등8개분야의전문가를초청하여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직원을중심으로

모두10회의교육을실시하 으며, 실시한강의내용을활용하고자교육자료집을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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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자문위원회 명단]

성 명 분 야 소 속

김병규 언론계 소년한국일보 부장

김소희 어린이도서관
(사)어린이와 도서관 상임이사

어린이도서관‘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관장

김순자 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관장

김종성 학계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박 숙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서경은 교사 중앙여고 사서 교사

신경숙 출판계
어린이 전문서점 및 출판사

‘초방책방’대표

신형건 동화작가 푸른책들출판사 대표

어유선 관련 단체 어린이도서연구회 도서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숙현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 단장

이용훈 관련 단체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재복 아동문학가 아동문학가

이호백 출판계 재미마주출판사 대표

한윤옥 학계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허병두 교사 숭문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2005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 직원 교육 운 ]

날 짜 강 좌 내 용 강 사 명

1. 11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 지도의 중요성 및 지도 방법 유종슬(문예 지도, 독서 지도 전문가)

2. 28 왜 어린이도서관인가? 박 숙(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4. 11 동화 구연 : 동화 구연의 이해와 실제 Ⅰ 이송은(부천대학 겸임교수, 동화 구연 강사)

4. 18 동화 구연 : 동화 구연의 이해와 실제 ⅠⅠ ″

5.  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리모델링계획및공간구성 Ⅰ 이정미(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출강)

5.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리모델링계획및공간구성 ⅠⅠ ″

6. 27 어린이·청소년 도서 출판 현황 및 전망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10.  5 우리나라 아동문학사 이재복(아동문학가)

10. 26 문화 기획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운 추미경(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11. 29 어린이 문화 속에서 그림책과 예술의 역할 이호백(도서출판 재미마주 대표, 작가)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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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부록│I. 일반현황

474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1. 시설 및 장비 현황

소공동 청사(1945~1974년)

아현분관(1957~1979년)

구 분 대 지 건 물
열 람 석 별

일반열람실 참고실 정간실 아동실 계

본관
6,527㎡ 4,758.8㎡

220석 150석 - - 370석
(1,977.9평) (1,441.4평)

● 시설 현황

구 분 대 지 건 물
열 람 석 별

일반열람실 참고실 정간실 아동실 계

분관
4,349.4㎡ 2,909.6㎡

472석 - 24석 48석 544석
(1,318.0평) (882평)

● 시설 현황

본 관 분 관

구 분 평 수 비 율(%) 비 고 구 분 평 수 비 율(%) 비 고

열 람 실 681 14.15 목록실포함 열 람 실 555.83 22.8

서 고 1,444.5 30.02 9실 서 고 486.05 20.0

사 무 실 367 7.63 사 무 실 105.69 4.2

공 유 면 적 1,210.794 25.17 복도, 화장실, 계단실, 현관 공 유 면 적 897.88 36.8

기 타 1,107.891 23.03 기계, 전기실등포함 기 타 396.69 16.3

계 4,811.185 100% 계 2,439.14 100%

남산 청사(1974년 12월~1987년)

●대지및건물현황

구 분 대 지 건 축 면 적 비 고

본관 3,270.5㎡ 15,904㎡ 지하 5층, 지상 14층, 철근콘크리트조

●면적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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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청사 배치도

기계실

전시실

기계실

세미나실

정리과

참고실

계보학자료실

마
이
크
로
복
사
실

대출대

어학실

관장실

현관
옥상광장

제 1 서고

B1

B2

B3

B4

B5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4

제 2 서고

기계실

납본실 직원대기실 도협 제본실

식 당

회의실 서무과

강 당

시청각실 협력연구과

목록실 열람과

제4, 5, 6 열람실

제 1, 2, 3 열람실

수서과

정부간행물실

연구문헌실

정기간행물실

복사실

보관소

연 구 실

자동화
준비실

올림픽자료실,
교육학실

한국학
문헌실 개인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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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배치 (1983. 12)

층 별 실 별 평 수 좌 석 수 열람 책상수

5층 제1열람실 53.2 104 26

일 〃 제2열람실 36 72 18

반 〃 제3열람실 34.6 68 17

열 6층 제4열람실 36.2 76 19

람 〃 제5열람실 36 76 19

실 〃 장서전용열람실 34.6 68 19

소계 6실 230.6 472 118

7층 계보학자료실· 117.8 68 17

특 연구문헌실

수 8층 참고실·정부간행물실· 123.8 92 23

열 정기간행물실

람 10층 한국학문헌실 50 48 12

실 〃 도서관학자료실· 34.6 16 4

올림픽자료실

소계 4실 326.2 224 56

6층 보관실 17 보관기 20대

기
7층 복사실 6 복사기 5대

10층 세미나실 36
타

11층 연구실(10실) 58.7 60 10

소계 15실 176.9 60

총 계 25실 733.7평 756 184각

구분
실별

● 서고 배치

층 실 명 평 수 서 가 수 자 료 구 분

B1
천체과학관 34 23 잡지본

4층 서고 157.5 73 6~9문

B2
3층 서고 162 69 3~5문

귀중서고 40 14 귀중본, 별치본

B3
고서고 162 66 고서

고서고 79 30 고서

B4 서고 137 61 아동 도서, 석·박사 학위논문 보존용, 신문 보존용, 별치본

서고 25

신서고 216 철제 신문·0, 1, 2, 조문

B2 불온 도서 20 6 불온 간행물, 대외비 도서, 고문서, 특수 자료

B3
신서고 231 철제 양서

신서고 25 18 순회문고

B4 신서고 235 철제 구동서

계 1,523.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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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기계실

서 고
열 람 실 열 람 실 열 람 실

열 람 실

관 장 실봉사계획실회의실음향자료실장서운 실

열 람 실열 람 실열 람 실 관리실

회원자료실

어린이실 대기실 온독실 종합사무실
교
환
실

당
직
실

연 구 실

서 고

서 고

서 고

서 고

기계실 전기실 직원휴게실

식 당

이용자휴게실

엘리베이터실

역삼동 분관(1957~1979년)

● 시설 현황 (단위 : ㎡)

● 배치도

구 분 대 지 건 축 면 적 비 고

분 관 12,316 8,063 지하 2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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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시설 배치

층 실 명 규 모 설 비 비 고

지하 2층 식 　 　 　 당 68평-23평=45평×2.5인=113석 매점카운터

주 　 　 　 방 13.64평 취사설비

창 　 　 　 고 10.91평

지하 1층 전　기　실 29.09평

기술사무실 10.91평

창 　 　 　 고 7.36평

기　관　실 58.18평 냉·난방기계

샤　워　장 6.31평 샤워전, 양변기 1개 보일러사무실

화　장　실 5.68평 창고

휴　게　실 81.82평 이동식칸막이, 안락 의자, 차탁자, 탁구대, 체력장검사용구, TV 직원·이용자

1층
어린이열람실 81.82평-20.82=61평×2인=122석

보관함, 음향 기재, 슬라이드기재, 카페트바닥, 진공청소기

책걸상(독서/음향), 카운터, T·S, 어머니코너용책걸상

상설전시실 32.73평 진열대, 진열장, 벽걸이장, 사무용책걸상, 응접 세트, 조명 설비 열람과

점자자료실 16.36평-6.36평=10평×2인=20석 자료장, 카운터 부속실및관장실

사서사무실 43.64평 방송설비, 교환 설비 방송·교환실 3m×6m

수서서고 서가, 작업대

안내실(1), 숙직실 2.74+2.74+5.45=10.93평 숙직시설, 전표함, 카운터

안내실(2) 5.45평 전표함, 카운터

제 1 서 고 98평×600책=58,800책

전　시　홀 155.8평 진열대, 진열장, 안락 의자

현관(1)·(2) T·S, 우산꽂이

2층 세미나실 81.28-20.82=61평×2인=122석 마이크, 사 시설, 흑판, 책걸상, 연단 열람실

음향자료실 40.09-9.09=40평×2인=80석 음향기재, 책걸상자료장, 조정실 시청각실

관　장　실 16.36평 부속실설치 점자도서실, 연구실

회　의　실 6m×6m 회의용책걸상, 차트 걸이, 흑판 연구실

본관관장실 6m×6m 연구실

제 2 서 고 90평×600책=54,000책 철제서가

대　출　실 3m×9m 기송기, 전광판, 대형 카운터

중3 제 3 서 고 90평×600책=58,800책 철제서가

3층 참　고　실 81.28-20.82=61평×2인=122석 보관함, 카운터, T·S, 잡지가, 파일 캐비넷

도서과학자료실 38.87-8.87=30평×1.5인=45석 카페트바닥, 보관함, 고급 책걸상 열람실

제 4 서 고 57평×600책=34,200책 철제서가 제본실

제 5 서 고 23평×600책=13,800책 인쇄실

제 6 서 고 17평×600책=10,200책 사진실

제1열람실 109.09-9.09=100평×2인=200석

4층 제2열람실 81.82-1.82=80평×2인=160석

제3열람실 77.73-2.73=75평×2인=150석

연　구　실 3m×6m×14실, 6m×6m×1실(15실) 책장, 연구용책걸상

제 7 서 고 98평×600책=58,800책 철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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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청사(1988년 5월 28일 이후)

●시설규모

구 분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서고 면적(㎡) 자료실 면적(㎡) 층 수

본 　 　 　 관 34,772.53 15,975 10,208 지상 7층, 지하 1층

사서연수관 142,233 8,198.89 - - 지상 2층, 지하 1층

자료보존관 16,539.55 12,056 - 지상 2층, 지하 4층

학위논문관 20,091 8,241.05 1,620 1,658 지상 4층, 지하 2층

계 162,324 67,752.02 29,651 11,866

●본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실 수 부 대 시 설

정보봉사실 1층 1,134 1

로 　 　 　 비 1층 917

사　무　실 1, 6층 3,779

디지털자료실 5층 2,600 1

자　료　실 2~4층 6,990 8 자료복사실(각층, 8실), 전자감응장치(12조), 자료촬 접사대(3대), 마이크로필름리더기(7대)

서 　 　 　 고 지하1층, 지상3~5, 7층 15,505 9 항온항습기(9대), 덤웨이터(4대)

고전운 실 7층 567 1

개인문고 7층 486 1

전　시　실 1층 324 1

만남의장소 2층 243 1 공중전화

책　사　랑 1층 350 1 문화상품전시및매점

물품보관실 1층 191 1 1750개 함

기 　 　 　 타 지하 1층~지상 7층 1,686 코아, 복도, 창고 등

●자료보존관

시 설 명 위 치 면적(㎡) 부 대 시 설

비도서자료서고 1, 2층 4,157 CD-ROM 서가(436조), 비디오테이프서가(168조), 카세트테이프서가(269조)

일반서고 지하 1,2,3층 5,675 모빌렉(1,606조)

고 서고 지하 4층 1,666 개가식목재서가(303조), 권자본서가(3조)

귀중서고 지하 4층 558 목재장, 서랍장, 고지도보관함, 신문보관함, 서고내조습판넬, 특수출입문설치

훈증소독실 지하 1층 45 자동감압식훈증설비(3㎡)

기 　 　타 지하4층~지상2층 4,438 정리실, 공조실, 덤웨이터, 항온항습설비

●사서연수관

시 설 명 위 치 면적(㎡/실수) 부 대 시 설

강　당 1층 647 사 시설(35㎜ 2대), 무대 장치및조명시설

강의실 2층 845(5개) 주요 장비:빔 프로젝트(LCD), OHP, 비디오비전, VRT, 실물 화상기, 전동 스크린, 슬라이드, 인터넷, PC통신제공

분임토의실 2층 235(7개) 설치시설장비:PC, 레이저프린터, 에어컨, 사물함, 옷장

정보화교육실 2층 324(2개)
PC :펜티엄II(CPU-500MHz, HDD-10GH 64MB), 초고속인터넷망, 헤드셋

S/W:Win98, Ms-office97, 한 97, 새롬데이터맨 98, 천리안 2000, 나모웹에이터 3.0

교육지원실 2층 26 방송시설

사무실 2층 129

식　당 1층 634 직원·이용자식당

기　타 지하1층~지상2층 5,358 전기, 기계실, 복도,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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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시설장비현황

[중앙감시시스템]

[기 계 설 비]

중앙처리장치

기계시설

감시

보 일 러

냉 동 기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사무실, 자료실 등

서 고

전기시설

감시

승강기운행

감시

R형 1대
하론수신반 1대

AMP 2대(240W)
SP 274대

CCTV 70대
모니터 12대

내선 300
국선 200

화재

수신반
방송설비 CCTV

사설구내

교환대

그래픽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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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실 수 부 대 시 설

전자자료실, 보관실, 사무실등 1층 1,339 각 1실 보관함 500개

박사논문실, 사무실 2층 1,051 각 1실

개가자료실(2002년 이후자료) 3층 1,339 1실

서고 1~4층, 중3층 1,620 5실 승강기 2대

대출실, 사무실 4층 1,530 각 1실

휴게실, 전기·기계실 지하 1층 758 각 1실 공중전화등

식당 지하 2층 333 1실

공조실등 옥상층 271 1실

[전력 공급 계통도]

본관동

동 력

(1,000KVA)

냉 동 기

(1,000KVA)

본관동

전열, 전등

(1,000KVA)

본관동

동 력

(1,000KVA)

자료보존관

동 력

(1,250KVA)

자료보존관

전력, 전등

(150KVA)

한전(22,900V)

비 상 발 전 기

1,000KW(1대)

본관동 전용

300KW(1대)

전산실 UPS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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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제 변천 과정

개정 일자 기 구 직 급 비 고

관장, 부관장, 3부 11과

(정원 34명)

-총무부 : 서무과, 회계과, 사업과

-사서부 : 동서과, 서서과, 고전과,

수서과, 편찬과

-열람부 : 열람과, 정비과, 

순회문고과

-부설기관 : 조선도서관학교

관장, 부관장, 6과

(정원 59명)

-총무과, 동서과, 서서과, 고전과,

수서과, 열람과

관장 : 이사관

부관장 : 사서관중에서관장이임명

과장 : 사서관또는서기관으로보함

직제제정

1949. 11. 5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208호)에 의하여

사서직은단일직군으로직급은3급(갑)~4급(을)으로됨

1945. 10. 15

(개관)

1949. 5. 6

(대통령령제97호)

관장, 3과

(정원 18명)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관장 : 이사관

총무과장 : 서기관

사서과장 : 서기관

열람과장 : 서기관

부관장직급폐지

6과에서 3과로축소

1957. 5. 31

(대통령령

제1278호)

1958. 10. 29

(각령제1406호)

관장, 3과

(정원 17명)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관장 : 이사관

총무과장 : 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열람과장 : 사서관

일부개정,  정원 조정

1961. 7. 18

(각령 제150호)

관장, 3과, 1분관

(정원 22명)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아현분관

관장 : 행정부이사관

총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열람과장 : 사서관

일부개정

1961. 4. 15 공무원 임용령(국무원령 제240호)에 의하여

사서직이 학예직군에 포함. 직급은 3급(갑)~4급(을)

으로 됨

관장직급이이사관에서행정부이사관으로격하

1957. 9. 20 ‘아현서고’를개조, ‘아현분관’으로개관

1961. 12. 18

(각령 제309호)

관장, 3과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관장 : 행정부이사관

총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열람과장 : 사서관

일부개정

소속공무원의직종변경

1963. 9. 3

(각령 제1481호)

관장, 3과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관장 : 행정부이사관

총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열람과장 : 사서관

일부개정

국립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따로 각령

으로정함

1966. 7. 12

(대통령령

제2646호)

관장, 3과

(정원 68명)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관장 : 행정부이사관

총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열람과장 : 사서관

일부개정

제3조‘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전문개정

‘국립도서관’으로발족

관장이재욱, 부관장박봉석

1949년 5월 6일 직제가제정공포되기까지여러번

기구가변하 음.

1946. 4. 1 부설‘조선도서관학교’개교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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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5과, 1분관

(정원 104명)

(과 편성전과같음)

1967. 9. 27

(대통령령

제3225호)

관장, 5과, 1분관

(정원 94명)

-서무과

-사서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아현분관

변동없음.
일부개정

기구의변동없이사서직대폭증원

관장, 5과, 1분관

(정원 69명)

-서무과

-사서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아현분관

관장 : 행정이사관또는행정부이사관

서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지도협력과장 : 사서관

조사연구과장 : 행정서기관

열람과장 : 사서관

아현분관장 : 사서관보

1963. 10. 28 도서관법 제정으로‘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신설

분관의업무가직제에명시됨.

1963. 5. 29 공무원임용령(각령제1317호)에 의하여

사서직이행정직군에포함되고직급은 3급(갑)~5급

(을)으로 조정됨.

1967. 1. 25

(대통령령

제2884호)

변동없음. 변동없음. 사서직원의직급별정원이조정됨.

1969. 5. 22

(대통령령

제3947호)

관장, 5과, 1분관

(정원 94명)

-서무과

-사서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아현분관

관장 : 행정이사관또는행정부이사관

서무과장 : 행정서기관

사서과장 : 사서관

지도협력과장 : 사서관

조사연구과장 : 행정서기관

열람과장 : 사서관

분관장 : 사서관보

1969. 5. 21 참고실 확장으로 조사연구도서관으로

전환 시도

1969. 5. 21 한국도서관학연구회창설

1969. 12. 4

(대통령령

제4384호)

1971. 10. 27

(대통령령

제5829호)

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서무과장 : 서기관

사서과장 : 서기관

지도협력과장 : 서기관

조사연구과장 : 서기관

열람과장 : 서기관
분관장 : 행정사무관또는사서관(3급을)

1970. 12. 31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5449호)에

의하여사서직이행정직군에포함.

직급은 3급(갑)~5급(을)으로조정

사서직의 상한 직급은 3급(갑)에서 3급(을)로

하향 조정

각과장은모두서기관으로보하도록하 음.

변동없음.

(정원 99명)

1972. 2. 15

(대통령령

제6023호)

변동 없음. 정원축소조정

관장, 6과, 1분관

(정원 156명)

-서무과

-수서과

-정리과

-지도협력과

-열람과

-아현분관

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서무과장 : 서기관

수서과장 : 서기관

정리과장 : 서기관

지도협력과장 : 서기관

조사연구과장 : 서기관

열람과장 : 서기관

분관장 : 행정사무관또는사서관(3급을)

1974. 12. 21

(대통령령

제7423호)

사서과폐지

수서과, 정리과신설

1974. 12. 2 소공동에서남산으로이전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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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기 구 직 급 비 고

관장, 6과, 1분관

(정원 210명)

-서무과

-수서과

-정리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분관

관장 : 관리관또는별정직국가공무원

서무과장 : 서기관

수서과장 : 서기관

정리과장 : 서기관

지도협력과장 : 서기관

조사연구과장 : 서기관

열람과장 : 사서관

아현분관장 : 행정사무관또는사서관(5급)

관장직복수직화

1980. 6. 23 ‘아현분관’역삼동으로이전

1981. 3. 2 ‘아현분관’이‘분관’으로개칭

1981. 6. 10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10345호) 

개정으로사서직급이사서관(4급)~사서서기보(9급)로

조정

사서직의상한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상향조정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9호)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5호)

관장, 5과, 1실, 1분관

(정원 210명)

-서무과

-수서과

-정리과

-협력연구과

-열람과

-전산실

-분관

관장 : 관리관또는 1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서무과장 : 서기관

수서과장 : 서기관또는 4급사서관

정리과장 : 서기관또는 4급사서관

협력연구과장 : 서기관또는 4급사서관

열람과장 : 서기관또는 4급사서관

전산실장 : 사서관(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분관장 : 행정사무관또는사서관 (5급)

지도협력과와조사연구과를협력연구과로통폐합

전산실신설

전산실장은 4급 사서관으로, 기타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관(4급)으로 보할수있도록하 음.

1983. 10. 7

(대통령령

제11283호)

변동 없음.

(정원 209명)
변동 없음.

일부개정

고용직 1명을줄여정원 210명을 209명으로조정

1985. 2. 27

(대통령령

제11652호)

변동 없음.

(정원 212명)
변동 없음.

일부개정

정원 209명에서 212명으로조정

전산처리요원 6급상당이임용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1호)

변동 없음.

(정원 212명)
변동 없음.

일부개정

정원 변동 없이 10등급 운전원 등 신설, 고용 직원수

조정

변동없음.

(정원 172명)

1978. 7. 8

(대통령령

제9081호)

변동 없음. 정원확대조정

변동없음.

(정원 176명)

1980. 2. 1

(대통령령

제8748호)

변동 없음. 고서전문원 4명확충

변동없음.

(정원 195명)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변동 없음. 정원확충

변동없음.

(정원 210명)

1981. 3. 2

(대통령령

제10237호)

변동 없음.
정원확충

아현분관을분관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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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2부, 7과

1담당관실, 1분관

지원연수부 : 

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과

전산담당관실

열람관리부 :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서지표준과

분관

(정원 248명)

관장 : 관리관또는 1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서무과장 : 서기관

지원협력과장 : 서기관

사서연수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전산담당관 : 사서서기관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열람봉사과장 : 사서서기관

납본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자료조직과장 : 사서서기관

서지표준과장 : 사서서기관

분관장 : 사서서기관

1997. 7. 7

(대통령령

제15421호)

사서 전문교육전담부서설치(사서연수과)

부 및과명칭변경

지원협력부 지원연수부

문화연수과 사서연수과

지도협력과 지원협력과

문화행사는열람봉사과로이관

독서진흥사업은지원협력과로이관

(정원 251명) 변동 없음.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9호)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칭에따라

정원축소됨.

관장, 2부, 7과, 1담당관실,

1분관

(정원 263명)

-지원협력부:

서무과

지도협력과

문화연수과

전산담당관실

-열람관리부 :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서지표준과

-분관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변동없음. 변동없음.

일부개정

정원표에서고용직삭제, 기능직에포함

관장, 5과, 1실, 1분관

(정원 239명)

과 편성변동없음.

변동없음.

서초구반포동현위치로신축이전

1987. 10. 30 도서관법개정

정원만증원

1988. 8. 11

(대통령령

제12503호)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20호)

관장 : 관리관또는 1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서무과장 : 서기관

지도협력과장 : 서기관

문화연수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전산담당관 : 사서서기관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열람봉사과장 : 사서서기관

납본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자료조직과장 : 사서서기관

서지표준과장 : 사서서기관

분관장 : 사서서기관

1991. 2. 7 도서관진흥법제정

1991. 4. 8 교육부에서문화체육부로소속변경

2부신설, 2과 증설

분관장직급이사서관에서사서서기관으로격상

1991. 6. 27 공무원임용령(제13400호)으로

사서직급별명칭변경

사서관(4급) 사서서기관

사서관(5급) 사서사무관

사서(6급) 사서주사

사서보(7급) 사서주사보

사서서기(8급) 사서서기

사서서기보(9급) 사서서기보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변동없음. 변동없음.
국립중앙도서관 직제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에

편입됨에따라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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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2부, 6과, 1담당관실, 1관

(정원 228명)

-기획연수부 : 

총무과

도서관정책과

사서능력발전과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부 :

자료기획과

주제정보과

정책자료과

-학위논문관

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8호)

관장 : 관리관또는 1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기획연수부장 : 이사관·부이사관 2급 상당또는 3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자료관리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총무과장 : 서기관

도서관정책과장 : 서기관

사서능력발전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정보화담당관 : 사서서기관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자료기획과장 : 사서서기관

주제정보과장 : 사서서기관

정책자료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학위논문관장 : 사서서기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도서관박물관과폐지

도서관정책은문화정책과로이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도서관정책기능일부이관

납본과와자료조직과가통합된자료기획과신설

정책자료과신설

부및과명칭변경

지원연수부 기획연수부

열람관리부 자료관리부

서무과 총무과

지원협력과 도서관정책과

사서연수과 사서능력발전과

열람봉사과 주제정보과

1998.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관장, 2부, 6과, 1담당관실,

1분관

(정원 221명)

-지원연수부 :

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과

정보화담당관실

-열람관리부 :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분관

관장 : 관리관또는 1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부장 :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서무과장 : 서기관

지원협력과장 : 서기관

사서연수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정보화담당관 : 사서서기관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열람봉사과장 : 사서서기관

납본과장 :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자료조직과장 : 사서서기관

분관장 : 사서서기관

서지표준과폐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납본과로이관

서지발간업무 자료조직과로이관

과명칭변경 : 전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실

정원축소(27명 감축)

사서직 4급 1명

사서직 6급 2명

사서직 7급 4명

사서직 8급 2명

사서직 9급 1명

행정직 5급 1명

행정직 6급 2명

기능직 14명

2001. 9. 29

(대통령령

제17118호)
변동 없음. 변동없음.

분관을학위논문관으로개정변경

소장자료보존·관리를위한인원증원

별정직 5급및 6급각 1명

사서주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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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 1963년

구 분

연 도 2급 3급 4급 5급 고용원·기능직 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2

1

1

1

1

1

1

1

1

1

1

5

5

5

5

5

5

5

5

5

6

6

6

7

7

7

7

7

7

7

7

4

4

5

5

5

5

5

5

5

5

5

27

27

6

6

6

6

6

4

4

4

4

10

24

24

24

24

24

24

22

22

22

22

48

62

정 원

연 도 월 직 원 수 연 도 월 직 원 수

3. 직원 정원표

● 1945년 8월 15일 ~ 1948년 12월

8. 15 16

1945
10 34

11 37

12 32

1 53

2 71

3 77

4 78

5 78

1946
6 79

7 65

8 74

9 74

10 72

11 70

12 74

1 77

1947
2 78

3 77

4 77

5 80

6 86

7 84

1947
8 82

9 75

10 65

11 78

12 75

1 85

2 78

3 78

4 79

5 75

1948
6 62

7 54

8 56

9 63

10 59

11 59

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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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 일반현황

● 1971년

● 1963년

갑 갑 을 갑 을 갑 을

기능직 및

고용원
계

행정직

사 서

기능직및고용원

계

1

1

5

5

3

5

8

3

12

15

3

4

7

3

24

27

36

36

18

45

36

99

2  급 3  급 4  급 5  급직 급

직 종

직 종 직 급 인 원 수 직 급 인 원 수 계

행정부이사관 1 행정서기관 1

행정직 행정사무관 1 재경주사 1 32

(56명) 행정서기 12 행정서기보 16

노무직 24 24

사서직 사서관 2 사서관보 1
6

(6명) 사서 2 사서보 1

계 62

● 1965년

직 종 직 급 인 원 수 직 급 인 원 수 계

행정부이사관 1 행정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재경주사 1

행정직 행정주사 1 재경주사보 1 16

(45명) 재경서기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3 재경서기보 1

기능직·고용원 29 29

사서직
사서관 2 사서관보 1

(23명)
사서 3 사서보 1 23

사서서기 7 사서서기보 9

계 68

● 1967년

직 종 직 급 인 원 수 직 급 인 원 수 계

행정관리관또는행정부이사관 1 사서서기 15

행정서기관 2 행정주사 2

사서관 3 사서 10

2 ~ 5급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보 2

66
사서관보 6 재경주사보 1

재경서기 2 사서보 15

행정서기 2 재경서기보 1

재경주사 1 행정서기보 1

4등급직원 1 6등급조무수 4

기능직 5등급기관수 1 7등급조무수 2 13

5등급조무수 5

고용원 고용원 15 15

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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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1980년

구 분 1974년 1975~1976년 1977~1978년 1979~1980년

관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사서관

기계기좌또는전기기사

행정주사

사서

기계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행정주사보

사서보

기계기사보

전기기사보

행정서기

사서서기

고용원

상용잡급

일용잡급

계

1

6

3

7

1

9

14

2

2

7

26

3

2

3

4

66

156

1

6

3

7

1

9

14

2

2

7

26

2

3

3

4

66

24

2

182

1

6

3

7

1

9

14

2

2

7

26

2

3

3

4

66

24

180

1

6

3

7

1

9

14

2

2

7

34

2

3

3

12

66

2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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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1983년

구 분 직 급 1981년 1982~1983년

일 반 직

별 정 직

고 용 원

관리관

서기관

서기관또는사서관(4급)

사서관(4급) 또는 별정직(4급 상당)

행정사무관

사서관(5급)

기계기좌또는전기기좌

행정주사

사서

기계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행정주사보

사서보

기계기사보

전기기사보

토목기사보

건축기사보

행정서기

사서서기

전산처리요원(6급 상당)

고서전문원(7급 상당)

고용원

계

1

6

3

7

1

9

14

1

2

1

7

35

3

2

3

16

4

95

210

1

1

4

1

3

7

1

9

14

1

2

1

7

35

2

1

1

1

3

16

1

4

9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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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2004년

1

1

2
1
1
1
1
1
2
3
1
1
1
4
10

1̀
1
13
23
2
2
1

6
37
2
1
31
2
11
2

2

4

4
1
31

2
1
9

221

1

1

2
1
1
1
1
1
2
3
1
1
1
4
10

1
1
13
23
2
2
1

6
37
2
1
31
2
11

2

1

4
2
31

2
1
9

216

1
1
1
1
2
1
1
1
1
1
2
3
1
1
1
4
10

1
1
13
24
2
2
1

6
37
2
1
31
2
11

2

1

4
2
31

2
1
9

219

1
1
1
1
2
1
1
1
1
1
2
3
1
1
1
4
11

1
1
13
25
4
2
1

6
37
2
1
31
2
11

2

1

4
2
31

1
1
9
1

223

1
1
1
1
2
1
1
1
1

3
3
1
1
1
4
11
1
1
1
13
27
4
2
1
1
8
36
2
1
31
2
11

2

1

4
2
31

1
1
9
1

228

고서전문담당(5급 상당)
보존처리담당(5급 상당)
고서전문요원(6급 상당)
보존처리담당(6급 상당)
고서전문요원(7급 상당)
관리관또는별정직 1급 상당
이사관또는부이사관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2급상당또는별정직3급상당
부이사관또는서기관
서기관
서기관또는사서서기관
사서서기관
사서관또는별정직 4급상당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사서서기관또는사서사무관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행정사무관또는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또는별정직 5급상당`
건축사무관
행정주사
사서주사
전산주사또는별정직 6급상당
전기주사
기계주사
건축주사
행정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또는별정직 7급 상당
기계주사보
사서서기
전산서기또는별정직 8급상당
사서서기보
전기원 9등급
전기원 10등급
기계원 9등급
기계원 10등급
난방원 9등급
난방원 10등급
운전원 9등급
운전원 10등급
사무원 9등급
사무원 10등급
위생원 9등급
위생원 10등급
방호원 9등급
방호원 10등급
농림원 10등급

계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구 분 직 급 1998년 1999~2000년 2001년 2002~2003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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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서 통계 현황
(2004. 12. 31)

●총 장서 (단위 : 책)

구 분 국 내 서
동 양 서 서 양 서

고 서 비 도 서 (점) 계

책 수 3,457,378 271,857 444,736 258,428 878,393 5,310,792

국 외 서

●연속간행물 (단위 : 종)

구 분 신 문 잡 지 계

국 내

국 외

계

2,564

47

2,611

16,415

1,228

17,643

18,979

1,275

20,254

5. 장서 구성 현황

●관리구분별 (2004. 12. 31)

관리 구분 한 국 서 일 본 서 중 국 서 서 양 서 고 서 비 도 서 계

장 서 수

비 율(%)

3,457,378

65.1

232,335

4.4

39,522

0.7

444,736

8.4

258,428

4.9

878,393

16.5

5,310,792

100

●주제별

주 제 총 류 인 문 과 학 사 회 과 학 자 연 과 학 계

장 서 수

비 율(%)

387,688

7.3

2,177,425

41

1,396,738

26.3

1,348,941

25.4

5,310,792

100

●수집내역별

구 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 생산·기타 계

장 서 수

비 율(%)

3,728,848

70.2

407,361

7.7

674,474

12.7

368,429

6.9

131,680

2.5

5,310,792

100

●비도서자료 (단위 : 점)

구 분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음향 자료 상 자료 CD-ROM 지도 기타 자료 계

자료수 211,824 56,661 191,329 153,779 60,286 6,613 197,901 87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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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대 관장

성 　 명 : 이재욱
재임기간 : 1945. 10. 3~1950. 6. 25

성 　 명 : 조근
재임기간 : 1951. 2. 17~1956. 4. 24

성 　 명 : 정홍섭
재임기간 : 1956. 5. 8~1957. 1. 30

성 　 명 : 박만규
재임기간 : 1957. 2. 21~1958. 2. 26

성 　 명 : 김상필
재임기간 : 1958. 2. 28~1960. 6. 25

성 　 명 : 최태호
재임기간 : 1961. 4. 29~1962. 11. 1

제 5 대 제 6 대

제 1 대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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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최락구
재임기간 : 1963. 5. 13~1964. 8. 10

성 　 명 : 이종환
재임기간 : 1964. 8. 11~1964. 11. 4

성 　 명 : 백 수
재임기간 : 1964. 11. 5~1967. 4. 19

성 　 명 : 신순갑
재임기간 : 1968. 3. 25~1968. 8. 10

제 12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성 　 명 : 설인수
재임기간 : 1967. 5. 1~1968. 3. 21

제 11 대

성 　 명 : 이춘성
재임기간 : 1962. 11. 2~1963. 5. 12

제 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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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상규
재임기간 : 1971. 12. 21~1975. 1. 3

제 15 대

성 　 명 : 이창세
재임기간 : 1968. 11. 1~1971. 6. 15

제 13 대

성 　 명 : 구본석
재임기간 : 1971. 6. 16~1971. 12. 20

제 14 대

성 　 명 : 황천성
재임기간 : 1979. 7. 2~1980. 6. 19

제 18 대

성 　 명 : 손희식
재임기간 : 1977. 5. 16~1979. 7. 1

성 　 명 : 오성식
재임기간 : 1975. 1. 4~1977. 5. 15

제 16 대 제 1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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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순호
재임기간 : 1987. 3. 28~1988. 3. 21

성 　 명 : 이천수
재임기간 : 1988. 3. 22~1990. 3. 21

성 　 명 : 정희천
재임기간 : 1990. 4. 1~1993. 3. 10

성 　 명 : 박상인
재임기간 : 1980. 6. 20~1981. 6. 20

성 　 명 : 노계현
재임기간 : 1981. 8. 5~1983. 2. 28

성 　 명 : 권숙정
재임기간 : 1983. 3. 1~1987. 3. 21

제 19 대 제 20 대 제 21 대

제 22 대 제 23 대 제 2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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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정기
재임기간 : 1997. 3. 25~1999. 6. 10

제 29 대

성 　 명 : 윤희창
재임기간 : 1999. 6. 11~2001. 4. 17

제 30 대

성 　 명 : 김진무
재임기간 : 1996. 1. 24~1997. 3. 24

제 28 대

성 　 명 : 이경문
재임기간 : 1993. 3. 11~1994. 5. 14

성 　 명 : 김광인
재임기간 : 1994. 5. 15~1995. 3. 18

성 　 　 명 : 김용문
재임기간 : 1995. 3. 30~1996. 1. 23

제 25 대 제 26 대 제 2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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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신현택
재임기간 : 2001. 4. 18~2003. 4. 1

성 　 명 : 임병수
재임기간 : 2003. 5. 12~2004. 12. 12

성 　 명 : 김태근
재임기간 : 2004. 12. 13~현재

제 31 대 제 32 대 제 33 대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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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자료 수집 현황
(단위 : 책, 점)

구 분 납 본 구 입 교 환 수 증 자 체 생 산 편 입 계

1963년 이전 358,198

1963 4,485 367 4,658 743 10,253

1964 2,630 415 4,335 532 7,912

1965 3,346 1,731 416 822 1,048 7,363

1966 4,094 804 646 5,166 959 11,669

1967 2,710 898 488 1,821 702 6,619

1968 4,955 1,430 459 5,265 1,017 13,126

1969 5,458 1,014 1,194 4,972 905 13,543

1970 9,278 3,679 1,471 10,577 958 25,963

1971 10,502 3,021 3,106 2,211 2,022 20,862

1972 10,613 3,409 2,946 14,815 1,737 33,520

1973 12,974 2,642 12,098 3,312 2,558 2,322 35,906

1974 14,883 5,181 7,648 2,309 1,786 31,807

1975 17,296 580 2,338 3,098 500 2,480 26,292

1976 21,488 1,042 7,135 2,732 1,698 1,538 35,633

1977 25,180 1,595 2,071 3,693 156 2,245 34,940

1978 21,814 2,582 2,365 1,892 194 1,741 30,588

1979 23,895 3,638 7,009 845 447 247 36,081

1980 28,745 4,559 7,250 1,077 4,669 46,300

1981 35,388 7,157 6,522 140 12 120 49,339

1982 47,936 9,668 5,439 4,232 212 67,487

1983 53,422 11,903 3,418 2,667 772 72,182

1984 61,937 14,801 2,712 2,553 569 82,572

1985 65,459 10,378 2,815 6,849 609 86,110

1986 67,640 12,206 41,846 4,069 125,761

1987 75,367 12,275 18,130 3,821 1,027 110,620

1988 98,446 15,090 7,909 8,282 403 130,130

1989 123,062 16,722 1,727 4,666 330 146,507

1990 109,113 14,322 1,474 4,738 370 130,017

1991 135,402 12,405 2,381 8,552 400 159,140

1992 160,624 13,879 2,038 6,805 455 183,801

1993 173,742 14,401 73,580 7,863 735 270,321

1994 143,173 19,747 23,944 3,218 1,241 191,323

1995 148,874 20,920 4,824 6,307 622 181,547

1996 183,135 31,393 7,151 9,254 949 231,882

1997 179,735 32,785 15,472 6,597 2,478 237,067

1998 218,757 28,998 12,225 2,692 3,349 266,021

1999 205,801 17,637 9,266 9,282 4,190 246,176

2000 240,123 37,382 3,457 14,963 800 296,725

2001 232,218 18,140 3,492 14,202 4,23 272,291

2002 236,617 24,954 2,600 11,195 865 276,231

2003 231,234 33,477 1,386 2,130 9,617 277,844

2004 268,430 24,786 1,894 7,234 38,384 340,728

* 연도별수집실적은도서관,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연보등을참고하 음.
* 해외, 국내 소장고서 인자료는자체생산에포함.
* 편입은타도서관에서기증받은자료중당관미소장자료를선별하여장서로등록한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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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납 본 구 입 교 환 수 증 계

1973 557종 115종 382종 1,054종

1974 880종 130종 530종 1,540종

1975 1,170종 130종 782종 2,082종

1976 1,371종 131종 1,013종 2,515종

1977 1,366종 131종 1,037종 2,534종

1978 1,419종 139종 697종 2,255종

1979 1,614종 631종 1,058종 3,303종

1980 1,392종 132종 1,063종 678종 3,265종

1981 1,044종 136종 1,074종 2,254종

1982 894종 177종 999종 2,070종

1983 1,942종 182종 781종 289종 3,194종

1984 1,985종 186종 781종 289종 3,241종

1985 1,279종 185종 1,084종 2,548종

1986 1,641종 185종 1,826종

1987 2,095종 179종 2,274종

1988 2,656종 406종 3,062종

1989 3,596종 406종 582책 4,002종

1990 7,552종 3,179책 408종 1,516책 7,960종

1991 8,611종 39,498책 406종 599책 9,017종

1992 9,134종 44,688책 402종 651책 9,536종

1993 10,201종 56,212책 289종 10,490종

1994 11,842종 163,452책 415종

1995 11,703종 107,496책 1,427종 1,320종 4,835책 238종 14,688종 112,331책

1996 11,830종 176,762책 454종 1,060종 4,284책 659종 14,003종 181,046책

1997 9,364종 188,276책 475종 852종 7,118책 186종 10,877종 195,394책

1998 9,251종 178,120책 168종 14,623책 930종 4,066책 10,349종 196,809책

1999 10,297종 200,910책 193종 29,298책 1,150종 4,780책 11,640종 234,988책

2000 9,814종 215,206책 173종 662종 4,630책 2종 2책 10,651종 219,838책

2001 10,787종 219,433책 201종 8,175책 868종 4,508책 200종 873책 12,056종 232,407책

2002 10,507종 221,382책 170종 984종 3,885책 118종 118책 11,779종 224,630책

2003 11,060종 224,003책 204종 830종 2,635책 217종 217책 12,311종 226,855책

2004 11,766종 228,848책 173종 908종 1,595책 738종 2,349책 13,585종 234,330책

2. 연도별 연속간행물 수집 실적

* 연도별연속간행물의수집실적은도서관,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연보등을참고하 음.

* 연속간행물의수집실적단위는연도에따라종또는책단위로통일되어있지않음. 따라서종·책이모두확인되는것은종또는책수로표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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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법·목록규칙·도서기호표

종 류 구 분 분 류 법 목 록 규 칙 도 서 기 호

신서부분류표

한국십진분류표(KDCP)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고서부분류표

한국십진분류표(KDCP)

〃

〃

한국십진분류표(KDCP)

한국십진분류법(KDC)

〃

〃

한국십진분류표(KDCP)

한국십진분류법(KDC)

〃

양서부분류표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화한서목록법

한국목록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단행본용)

화한서목록법

한국목록규칙

고서목록법(천혜봉)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

한국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비도서용)

한국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연속간행물용)

화한서목록법

AACR II(Anglo American

Cataloguing) Rules II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국립중앙도서관동양서저자기호표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동양서저자기호표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수입순도서기호

동양서저자기호표

동양서저자기호표

수입순도서기호

Cutter 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동

양

서

단 행 자 료

고 　 　 　 　 서

비도서자료

연속간행자료

서 양 서

1945년 이전

1946~1983년

1984년 이후

1945년 이전

1946~1969년

1970~1998년

1999년 이후

1966~1983년

1984~1989년

1990~1998년

1999년 이후

1945~1983년

1984~1996년

1997년 이후

1945년 이전

194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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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년(1884) 대조선국과대덕국(독일) 간에 체결된조약문.

- 양국이 원히평화롭게피차왕래하며통상하고, 수단으로신분보장과재산보호

총 사관설치·양국간에범법발생시양국주차관원이조회하여국률에의거심판.

통상은농기구를비롯해서적, 지도, 식물류, 백번, 주류, 호백(虎白), 약품등으로한정

광무 3년(1886) 대조선국과청국간에체결된조약문.

- 양국상민은피차균등한자격으로거류민을보호하며양국의전권대신이주둔하고

지정한통상지역에서만무역함.

- 범법발생시양국 사관을통하여조회심판함.

고종 23년(1886) 대조선국과대법민주국(프랑스) 간에체결된조약문.

- 피차 원히평화롭게통상하며총 사관을둠. 

인천부제물포와원산, 부산, 한양의양화진을모두통상호로정하고통상함.

- 12종 42책(41책+1괄).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11호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12호

大韓國·大淸國 通商條約(漢文)

大朝鮮國·大法民主國 通商條約(漢文)

1책

1책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10호

大朝鮮國·大德國 通商條約

(漢文·英文·獨文)
3책

4. 국보·보물·서울시 유형문화재 보유 현황

구 분 자 료 명 책 수 내 용

중국태고로부터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의 17정사(正史) 중 요점만을 뽑아편찬한

책. 조선최초의동활자인계미자로인출한점에서가치가크며, 고려와조선의

주자술(鑄字術)과 조판발달사연구에귀중한자료임.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가보
및불경에서뽑아, 한 로 번역하여산문체로엮은석가모니의일대기. 

판본학(版本學) 및 국어음운학연구에귀중한자료임.

고려말의문신최해(1287~1340)가 우리나라역대의시문(詩文)을 뽑아모은것.

19세기에 제작되어 민간에서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한 인서체(印書體) 목활자 및

인쇄용도구. 호남지방에서제작되어주로기호지방일대에서많이사용됨.

선조-광해년간의명의허준이왕명에의하여내의원에서간행한책. 

한국인의체질에맞게처방된의서로한의학의종주국인중국에까지널리소개된명저.

허준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 간행한 산부인과 계통의 의서. 1434년에 노중례(盧重

禮)가 편찬한‘태산요록’을개편, 언해한책으로국어사, 한의학사료로가치가큼.

전국의목장소재지를지도로만들고각목장별소, 말, 목자(牧者)의통계및목장면적

등을기재한채색필사본. 당시의마정과목장에관한시책을알수있는귀중본임.

고종 22년(1885) 대조선국과대아라사국간에체결된조약문.

- 양국이평화롭게왕래하며통상함. 수출, 수입 품목이기록되어있음.

고종21년(1884) 대조선국과대 국간에체결된조약문으로 문으로기술되어있고,

말미에붙은한문은한장으로양국대신을파견하여조약을이행할것을적음.

국보제148호

보물제523-1호

보물제712호

보물제865호

보물제1085호

보물제1088호

서울시유형문화재

제82호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08호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09호

十七史纂古今通要

- 호정방(원) 찬, 1403년(태종 3) 간행, 

계미자본

釋譜詳節

- 수양대군찬, 1449년(세종 31) 간행,

갑인자본

東人之文
- 최해찬, 1355년(공민왕 4) 간행, 
목판본

민간활자및인쇄용구

東醫寶鑑

- 허준저, 1613년(광해군 5)간행,

내의원자본

諺解胎産集要

- 허준찬, 1608년(선조41) 간행, 

내의원자본

牧場地圖

- 허목찬, 1663년(현종 4) 간행, 

필사본

朝·我 通商條約(漢文·我文)

朝·英 通商條約(英文)

1책

4책

1책

1책

1책

1책

1책

25책

1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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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문고 현황
(2004. 12)

문 고 명 설 치 년 도 호 기 증 자 책 수 비 고

위창문고 1947 葦滄 오세창 3,489 고서

일산문고 1970 一山 김두종 4,999 고서

우촌문고 1971 雨村 이동호 5,303 고서

승계문고 1972 勝溪 임창재 5,151 고서

의산문고 1973 義山 안흥천 2,846 고서

무구재문고 1974 無求齋 이창래 1,363 고서

동곡문고 1977 東谷 김성한 1,545 고서

해문고 1982 嶺海 서희수 802 동양서, 서양서

허균문고 1985 許均 허 균 567 서양서

백암문고 1989 白岩 유석형 2,035
동양서

(고서 17책 포함)

일모문고 1991 一茅 정한모 6,800
동양서

(고서 49책 포함)

성호문고 1994 星湖 이돈형 804 고서

이미륵문고 1994 정 규화 213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박항섭문고 1994 이 효애 672 동양서, 비도서

고바우문고 1996 고바우 김성환 376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청강문고 1997 淸崗 김도경 4,277 동양서

히로시마청구문고 1997 타키오에이지 1,181 동양서

계 17개 문고 42,423책(점)  : 고서 25,566책(고문서 7,051점 포함),  일반서 16,857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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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이용 현황

연 도
본 관 분 관

개관 일수
본 관 분 관

1971 459,749 (본관+분관) 348

1972 461,793 (본관+분관) 348

1973 220,790 141,755 348 634 407 

1974 212,810 120,772 

1975 459,554 154,109 

1976 464,483 196,671 346 1,342 568 

1977 442,413 196,002 340 1,301 576 

1978 426,574 178,593 339 1,258 527 

1979 350,367 160,827 336 1,043 479 

1980 266,390 336 791 

1981 230,489 87,356 284 812 308 

1982 449,298 284,229 312 1,440 911 

1983 579,416 307,673 331 1,751 930 

1984 653,868 315,015 326 2,006 966 

1985 636,554 296,174 316 2,014 937 

1986 645,935 263,290 318(291) 2,031 905 

1987 515,208 313,439 302(305) 1,706 1,028 

1988 881,587 344,777 210(208) 4,198 1,658

1989 1,566,686 299,075 310(309) 5,054 968

1990 1,392,816 631,383 321(297) 4,339 2,126 

1991 1,411,915 644,588 309(296) 4,569 2,178 

1992 1,323,749 658,769 302(298) 4,383 2,210 

1993 1,168,001 838,330 327 3,572 2,564 

1994 1,025,200 946,486 326 3,145 2,904 

1995 1,149,839 1,007,789 324 3,549 3,110 

1996 961,583 809,785 324(325) 2,968 2,492 

1997 720,940 703,380 323(324) 2,232 2,171 

1998 932,008 651,170 328(299) 2,841 2,178 

1999 899,954 31,836 329(56) 2,735 569 

2000 775,671 178,978 325(327) 2,386 547 

2001 841,869 292,153 326(270) 2,582 896 

2002 834,577 287,761 323 2,583 891 

2003 866,587 304,621 326 2,658 934 

2004 1,017,060 314,922 328 3,100 960

일 일 평 균이 용 인 원

*개관 일수에서괄호안은분관(학위논문관)의 개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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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범도서관 지정 현황

연 도 지 정 도 서 관 명 자료 지원

1970 진주도서관, 강릉도서관 196책

1971 진주도서관, 강릉도서관, 부여도서관 109책

1972 진주도서관, 강릉도서관, 부여도서관 178책

1973 이리도서관, 용인도서관 300책

1974 이리도서관, 용인도서관 118책

1975 이리도서관, 용인도서관, 보은도서관, 성주도서관, 강진도서관, 홍천도서관, 논산도서관 1,062책

1976 이리도서관, 용인도서관, 보은도서관, 성주도서관, 강진도서관, 홍천도서관, 논산도서관 2,599책

1977 강화도서관, 정읍도서관, 합천도서관, 홍천도서관, 논산도서관, 강진도서관, 성주도서관, 보은도서관 2,182책

1978 강화도서관, 정읍도서관, 합천도서관, 목포도서관, 괴산도서관, 성주도서관 1,266책

1979 강화도서관, 목포도서관, 괴산도서관, 삼척도서관, 천안도서관, 임실도서관, 덕도서관 539책

1980 삼척도서관, 천안도서관, 예산도서관, 임실도서관, 목포도서관, 덕도서관, 진해도서관 498책

1981 춘천도서관, 천안도서관, 예산도서관, 충북학생도서관, 옥구도서관, 덕도서관, 진해도서관 236책

1982 여주도서관, 춘천도서관, 충북학생도서관, 예산도서관, 옥구도서관, 양도서관, 진해도서관 312책

연 도 지 원 도 서 관 수 자료 지원

1987 31개관 720책

1988 27개관 859책

1989 27개관 566책

1990 12개관 1080책

1991 12개관 398책

연 도 지 역 별 지 정 도 서 관 명 자 료 지 원

1992~1993

서 울

부 산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중계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시립주안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시립도서관

도립광주도서관

춘천중앙도서관

제천도서관

온양도서관

순창도서관

화순도서관

상주도서관

고성도서관

한수풀도서관

303책

1,079책

654책

184책

941책

428책

280책

871책

309책

865책

1,074책

1,226책

278책

386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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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지 역 별 지 정 도 서 관 명 지 원 사 업

1994~1995

1996~1998

1999~2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 울 강서도서관 문화학교운

부 산 금정도서관 열람봉사및자료의조직관리

대 구 서부도서관 향토문헌자료발굴

인 천 중앙도서관 열람봉사및자료의조직관리

광 주 송정도서관 문화활동

대 전 유성구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울 산 동부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경 기 오산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강 원 화천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충 북 동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충 남 천안중앙도서관 도서관업무전산화

전 북 익산시립도서관 정보봉사기능강화

전 남 목포공공도서관 분담수서

경 북 구미시립도서관 도서관업무전산화

경 남 삼천포도서관 도서관업무전산화

제 주 애월읍도서관 도서관문화활동

종로도서관

사하도서관

효목도서관

서구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한밭도서관

송탄도서관

속초도서관

제천도서관

해미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강진군립도서관

구미도서관

창원도서관

탐라도서관

도봉도서관

반송도서관

동부도서관

주안도서관

중앙도서관

대덕안산도서관

김포도서관

원주도서관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공주웅진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점촌도서관

창원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작은도서관갖기운동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업무전산화

주부문화교실운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문화활동

전학급 1인 1권 책읽기

이동및해변도서관운

도서관문화활동

이동독서지도

시민교양교실운

범국민 7만장서확보운동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업무전산화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업무전산화

향토자료실운

도서관문화활동

도서관문화활동

전자도서관운

문화학교운

도서관문화활동

장서확보

도서관문화활동

마이크로필름실개설운

뿌리찾기운동전개

내고장문화유적탐방

도서관업무전산화

도서관문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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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지 역 지정 도서관명 지 원 사 업

2001

2002

2003

서 울 어린이도서관 이야기교실운

부 산 어린이도서관
교양강좌운 , 자원봉사제도운

멀티미디어실운 , 관광·여행정보실운

대 구 남부도서관 어린이및청소년문화극장운

인 천 화도진도서관 향토문헌자료의발굴

광 주 송정도서관 문화교실운

대 전 갈마도서관
장애인을위한도서대출택배서비스, 도서관및독서정보맞춤서비스

‘사랑의작은도서관’운 , ‘하루 1권 책읽기’운동

울 산 동부도서관

경 기 수원시선경도서관 향토행정자료실운

강 원 횡성도서관 도서관자료확충, 정보자료실운 활성화, 독서인구의저변확대

충 북 증평도서관 독서진흥및문화학교, 정보 봉사기능강화

충 남 논산도서관 독서회중심의평생교육운

전 북 익산시립도서관 종합정보자료실운 활성화

전 남 목포공공도서관 분담수서주제(시청각자료) 확보

경 북 도립 주공공도서관 도서관자료확충, 문화 강좌내용, 향토자료코너설치운

경 남 창녕도서관 이용자중심의맞춤정보서비스활성화

제 주 애월읍공공도서관
순회문고운 , 향토민예품전시실운 ,

여름임해문고운 , 장애인택배제운

광 주 일곡도서관
민주·인권관련자료수집및자료실운 ,

작은도서관(주민자치센터)을 지원하여전지역사회에문화활동공간제공

울 산 울주도서관
도서관전산화구축, 각종 문화교실운 ,

원거리이용자를위한이동도서관운

전 북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주민의문화공간조성및독서문화저변확대

전 남 순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운 , 초등학생및중학생을위한독서캠프학교운

서 울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지역대표중앙도서관, 관내 학교도서관지원, 지역 기록보존소

부 산 시립해운대도서관
교양강좌운 , 자원봉사제도운 , 멀티미디어실운 ,

관광·여행정보실운 , 평생학습마을운

대 구 시립남부도서관 어린이및청소년문화극장운

인 천 화도진도서관 향토문헌자료의발굴

광 주 일곡도서관
민주·인권관련자료수집및자료실운 ,

작은도서관(주민자치센터)을 지원하여전지역사회에문화활동공간제공

대 전 동구용운도서관 디지털자료실운 , 독서가족활동전개, 장애우방문대출, 이동문고운

울 산 울주도서관 도서관전산화구축, 각종문화교실운 , 원거리이용자를위한이동도서관운

경 기 안성시립도서관 혜산박두진시인자료실운

강 원 홍천도서관 백일장대회개최, 알뜰 도서교환장터운

충 북 제천도서관 의병특화자료실운 , 디지털자료실운

충 남 아산도서관 디지털자료실활용정보화교육

전 북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주민의문화공간조성및독서문화저변확대

전 남 순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운 , 초등학생및중학생을위한독서캠프학교운

경 북 도립도서관 울진공공도서관독서기회제공, 평생교육강좌실시, 전자정보실개설운

경 남 마산도서관 유아자료실의활성화

제 주 안덕산방도서관
지역거주여성들로구성된산방독서회조직운 (독서를통한교양증진및

문학강좌실시), 노인학교운 ( 화 상 및문화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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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별 자료 교환 현황

(단위: 책, 점)

연 도 국가수 교류처
수 집 발 송

단행본 연속간행물 M i c r o f i c h e 단 행 본 연속간행물

1973 1,706 17,036 1,334 2,791 12,945 

1974 1,988 11,104 504 3,695 12,337 

1975 57 229 14,479 (단행본+연속) 27,680 (단행본+연속)

1976 241 11,909 (단행본+연속) 25,084 (단행본+연속)

1977 244 9,350 (단행본+연속) 26,253 (단행본+연속)

1978 59 248 17,682 (단행본+연속) 33,090 (단행본+연속)

1979 62 255 16,267 (단행본+연속) 31,103 (단행본+연속)

1980 1,617 19,153 3,453 31,114 

1981 69 273 21,804(단행본+연속) 34,027 (단행본+연속)

1982 274 18,447(단행본+연속) 31,155 (단행본+연속)

1983 74 284 7,069(단행본+연속) 34,469 (단행본+연속)

1984 75 285 7,098(단행본+연속) 18,921 35,807 (단행본+연속)

1985 290 5,620 (단행본+연속) 20,920 40,947 (단행본+연속)

1986 4,958 (단행본+연속) 21,941 37,590 (단행본+연속)

1987 291 5,931 (단행본+연속) 41,615 35,172 (단행본+연속)

1988 3,794 (단행본+연속) 29,478 32,727 (단행본+연속)

1989 77 297 1,867 5,302 772 32,452 

1990 973 3,012 950 31,501 

1991 2,121 4,504 261 30,025 

1992 85 311 4,456 (단행본+연속) 60,233 (단행본+연속)

1993 45,116 (단행본+연속) 7,167 40,976 (단행본+연속)

1994 289 8,044 (단행본+연속) 35,492 33,760 (단행본+연속)

1995 86 287 1,257 4,835 30,188 1,369 44,555 

1996 92 303 3,175 4,284 11,730 1,139 37,047 

1997 92 301 2,870 7,274 22,022 833 34,253

1998 291 3,405 4,066 18,104 614 29,037 

1999 93 286 3,003 4,780 17,501 739 26,408 

2000 94 287 3,457 4,630 13,959 578 20,425 

2001 94 287 3,492 4,508 13,497 835 20,310 

2002 94 285 2,670 3,885 13,500 672 20,489 

2003 94 284 1,438 2,635 13,038 100 19,190 

2004 94 283 1,894 3,133 327 151 10,351 

* 국제 자료교류실적의단위는연도에따라연속간행물과단행본의종또는책수가구분되지않고합쳐진경우도있고나뉘어진경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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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FLA 회의 개최지 및 참석자

회차 연도 개 최 지 주 제 참석자 비 고

제35차 1969 덴마크, 코펜하겐 Librar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Librarianship IFLA 가입

제36차 1970 소련, 모스크바 Lenin and Libraries

제37차 1971 국, 리버풀 The Organization of the Library Profession

제38차 1972 헝가리, 부다페스트 Reading in a Changing World

제39차 1973 프랑스, 구르노블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제40차 1974 미국, 워싱턴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brary Planning 1976년 제42차 서울대회개최발표

제41차 1975 노르웨이, 오슬로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공산권국가의불참으로총회는스위스의

제42차 1976 스위스, 로잔느 IFLA
제네바에서열리고서울대회는명칭을

‘IFLA World Wide Seminar’로 바꿔서

conference만 열림

제43차 1977 벨기에, 브뤼셀
Libraries for All: One World of Information, 

Culture and Learning

제44차 1978 체코슬로바키아,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스트로브스케프레소

제45차 1979 덴마크, 코펜하겐 Library Legislation
황천성관장, 

정병완열람과장

제46차 1980 필리핀, 마닐라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ystems

제47차 1981 서독, 라이프찌히
The Role of National Centers in National Library 

Development and in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제48차 1982 캐나다, 몬트리올 Networks 노계현관장

제49차 1983 서독, 뮌헨 Libraries in a Technological World
권숙정관장,

정오근협력연구과장

제50차 1984 케냐, 나이로비 Basis of Information Services for National Development 권숙정관장

제51차 1985 미국, 시카고 Libraries and the Universal Availability of Information
권숙정관장,      

윤한철협력연구과장

권숙정관장,      

제52차 1986 일본, 도쿄 New Horizons of Librarianship towards the 21st Century 조원호전산실장,

이경구사서관

제53차 1987 국, 브라이튼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in a Changing World 주순호관장,

조원호전산실장

제54차 1988 호주, 시드니 Living together: People, Libraries, Information
이천수관장, 

김동철사서

Les Bibliotheques et l'information dans l'economie hier,
이천수관장,

제55차 1989 프랑스, 파리
aujourd'hui et demain

이재호협력연구과장, 

이치주사서

제56차 1990 스웨덴, 스톡홀름 Libraries: Information for Knowledge
박도갑수서과장,

황문성사서

제57차 1991 소련, 모스크바 Libraries and Culture: Their Relationship

제58차 1992 인도, 뉴델리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Perspective
정희천관장,

김동철사서

제59차 1993 스페인, 바로셀로나 The Universal Library: Libraries as Centers for the 이경문관장,

Global Availability of Information 신현태사무관

제60차 1994 쿠바, 하바나 Libraries and Social Development
김광인관장,

이숙현사무관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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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관장,

제61차 1995 터키, 이스탄불 Libraries of the Future 권재윤분관장,

이숙현사서사무관

김진무관장,

제62차 1996 중국, 북경 The Challenge of Change 이숙현사서사무관,

박은봉사서

제63차 1997 덴마크, 코펜하겐 Libraries and Information for Human Development
정기 관장,

이숙현사서사무관,

박성철사서

네덜란드, 
정기 관장,

제64차 1998
암스테르담

On Crossroads of Information and Culture 이숙현사서사무관,

이재선사서

On the Threshold of a New Century: Libraries as 
윤희창관장, 2006년대회개최지로서울확정발표

제65차 1999 태국, 방콕
Gateways to an Enlightened World

이숙현사서사무관,

이귀원고서전문원

윤희창관장,

제66차 2000 이스라엘, 예루살렘
Information for Cooperation: Creating the Global Library 이숙현자료조직과장,

of the Future 이동호사서사무관,

성정희사서

Libraries and Librarians: Making a Difference 
신현택관장,

제67차 2001 미국, 보스턴
in the Knowledge Age

이숙현자료조직과장,

박은봉, 이재선, 황면 사서

신현택과장, 

제68차 2002 국, 래스고우 Libraries for Life: Democracy, Diversity, Delivery 이숙현과장, 

김명희, 이선 사무관

임병수관장, 제69회부터공식명칭을‘(WLIC)World 

이치주정보화담당관,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제69차 2003 독일, 베를린 Access Point Library: Media - Information- Culture 이숙현자료조직과장,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성정희사서사무관, Council’로 사용

이순화사서

임병수관장,

이치주정보화담당관,

아르헨티나,
이숙현자료조직과장, 

제70차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Libraries: Tools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김우수행정사무관, 

이귀원고서전문원,

이수은사서사무관, 

박은봉, 이재선, 송지혜, 

최유경사서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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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회차 개 최 지 교류 기간 업 무 주 제 발표 논문 / 발표자 방 문 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97.

11. 9 ~ 11. 16

1998.

9. 9 ~ 9. 26

1999.

5. 24 ~ 5. 31

2000.

9. 9 ~ 9. 26

납본 시스템

MARC 시스템

이용자서비스시스템

도서관협력 :

도서관 간 상호 대차를

중심으로도서관

네트워크에대하여

자료보존 :

자료열화대책및

미디어변환에관하여

전자도서관 : 

자료의디지털화및

이용환경의정비에관하여

도서관과저작권

외국자료의수집과

국립도서관의

정보제공기능

한국측 : 

이경구(열람봉사과과장)

기민도(정보화담당관실사서)

이재선(지원협력과사서주사보)

일본측 :

岡田三夫

(도서관협력부국내협력과장)

澁容正雄

(수집부자료보존과과장보좌)

田屋裕之

(총무부주임참사)

한국측 :

신인용(열람봉사과과장)

이치주(정보화담당관실사서사무관)

한정원(자료조직과사서주사보)

일본측 :

鈴木尙子

(전문자료부부부장)

武蔬壽行

(수집부수집과과장보좌)

石川武敏

(전문자료부아시아자료주사)

- 국립중앙도서관납본제도의운 현황분석/ 이경구

- 국립국회도서관의일본국내출판물납입제도 / 川上(수집

부주임사서)

- KORMARC의 운 현황 / 기민도

- JAPANIMARC의개요에관하여/ 平野美惠子(도서부 부부장)

- 국립중앙도서관의이용자서비스현황 / 이재선

- 국립국회도서관 내관 이용자 서비스 체계의 현상과 MARC

시스템 / 松橋和夫(전문자료부참고과장)

- 도서관간상호대차를중심으로한도서관네트워크에관하

여/ 최정소(지원협력과행정사무관)

- 국립국회도서관의 비내관형 서비스와 도서관 협력 / 

岡田三夫

-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현황과대책 / 이동호(열람봉사과

사서사무관)

- 자료열화대책및마이크로화등미디어변환에대하여 /

澁容正雄

- 전자도서관 - 자료의디지털화및이용환경의정비 / 

이치주(정보화담당관실사서사무관)

- 자료의디지털화및이용환경의정비에관하여 /

田屋裕之

- 전자도서관과저작권 / 이치주

- 일본에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 동향에 대

하여 : 전자도서관 서비스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 南亮一

(총무과문서계장)

- 국립중앙도서관에있어서의외국자료수집과

자료이용서비스 / 김창(자료조직과사서사무관)

-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립국회도서관 : 이용자 서비스

재설계를중심으로 / 鈴木尙子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외국전자출판물의수집과

이용에대하여 / 武蔬壽行

- 아시아언어자료의수집과제공 / 石川武敏

10. 도서관 업무 교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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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4년(5~8차)

회차 개 최 지 교류 기간 업 무 주 제 발표 논문 / 발표자 방 문 자

제6차

제7차

제8차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02.

5. 21 ~ 5. 28

2003.

6. 17 ~ 6. 24

2004.

10. 11 ~ 10. 18

한·일 국립도서관이 추진

하고있는중점사업과

이용자서비스

소장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및공동활용

국립도서관의미래비전

일본측 :

西來路秀彦

(주제정보부부부장)

伊藤淑子

(주제정보부인문제1계장)

大塚晶乙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공보

계장)

한국측 : 

신현태(열람봉사과장)

이선(정보화담당관실사무관)

차경례(지원협력과사서주사보)

일본측 :

도자와이쿠코

(지부도서관과장)

유사히로유키

(기획협력과과장보좌)

가와이미호

(관서관 전자도서관과 네트워

크정보계장)

- 21세기를맞이한국립중앙도서관 / 권재윤

- 한국사서교육의현황과과제 / 이경애

- 국립국회도서관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 土室紀義(도서관

협력부장)

-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연수 및 기타 연수 / 柳與志夫(지부

도서관과과장보좌)

- 지식 기반사회를위한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 이치주(정보

화담당관)

- 한국의CIP제도도입과운 / 이상임(자료조직과사서사무관)

- 정보화 시대에 있어 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 이수은(자료조직과사서사무관)

- 2002년 국립국회도서관 : 관서관개관을앞두고

/ 西來路秀彦

- 국립국회도서관의원격이용서비스에대하여 / 伊藤淑子

- 아동서와의 만남의 장으로서 전면 개관한 국제어린이도서관

/ 大塚晶乙

- 국립중앙도서관의업무현황과향후계획 / 신현태

- 소장자료원문 DB 구축및공동활용 / 이선

- 새로운시대를향하여출발한국립국회도서관

/ 和中幹雄(총무부부부장)

- 국립국회도서관의전자도서관서비스가추구하는것

/ 植月獻二(총무부기획협력과전자정보기획실장)

- 국립국회도서관의현재와미래 / 도자와이쿠코

- 장래를전망한국립국회도서관의운 / 유사히로유키

- 국립국회도서관의디지털아카이브구축의향후과업

/ 가와이미호

- 지식정보화시대국립중앙도서관의미래구상

/ 정길수(지원협력과장)

-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및보존관리

/ 최경호(정보화담당관실전산사무관)

제5차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01.

5. 21 ~ 5. 28
도서관원의훈련과재교육

한국측 :

권재윤(학위논문관장)

이경애(사서연수과사서주사)

황면(열람봉사과사서주사)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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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회차 개 최 지 교류 기간 업 무 주 제 발표 논문 / 발표자 방 문 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중국국가도서관
2000.

5. 22 ~ 5. 28

제5차

국립중앙도서관

중국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97.

11. 2 ~ 11. 8

1998.

5. 12 ~ 5. 18

1999.

10. 26 ~ 11. 1

2001.

11. 5 ~ 11. 11

납본 시스템

MARC

서비스시스템

외국도서수집

상대국발행자료의정리

귀중서의보존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및공유현황

도서관인훈련과재교육

서지작성현황과국가대표

도서관의국가서지작성

기관으로서의역할

중국측 :

周和平(부관장)

李忠(업무처처장)

金鳳吉(도서채선부)

한국측 : 

윤희창(지원연수부장)

조길숙(정보화담당관)

권재윤(자료조직과장)

중국측 :

張彦博(부관장)

蹇榮君(감찰처처장)

劉惠平(기획실주임사서)

한국측 : 

이경구(열람관리부장)

최정소(서무과행정사무관)

김명희(지원협력과사서사무관)

중국측 : 

陳力(부관장)

沈颯(인사처부처장)

富平(신문잡지부주임)

毛逍曉梅(도서관관리과계장)

제6차 중국국가도서관
2002.

4. 22 ~ 4. 28

도서관이용서비스현황과

전망

한국측 : 

박종문(지원협력부장)

신인용(열람봉사과장)

임재화(지원협력과사서주사)

제7차 국립중앙도서관
2003.

11. 24 ~ 12. 1

디지털자원의수집과

관리, 서비스 : 진일보한

국립도서관의기능개척

방안

중국측 :

陳力(부관장)

汪東波(업무처장)

守眞(잡지자료부주임)

王渡(부연구관원)

李吉子(잡지자료부관원)

제8차 중국국가도서관
2004.

5. 17 ~ 5. 24

주 업무 : 네트워크

환경에서도서관

서비스의개발

한국측 : 

김종문(지원연수부장)

심 섭(지원협력과장)

최경호(정보화담당관실전산사무관)

현혜원(열람봉사과 6급상당)

홍 미(납본과사서주사보)

한·중국립도서관의납본시스템

KORMARC와 ChineseMARC에 의한자료처리

한·중국립도서관의이용서비스시스템

중국국가도서관의현황과미래 / 周和平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운 현황 : 외국서 수집·동양서

정리·귀중서 보존 관리를 중심으로 / 윤희창

- 중국국가도서관 운 현황 : 외국어 도서의 수집 정리 및 활

용, 조선어 도서의 수집·정리 및 활용, 귀중 도서 및 특종

수장품보존소개

- 한국의문헌및본문정보구축현황과방향 /

김장실(지원연수부장)

- 도서관문헌정보자원구축과공유에대하여 / 長彦博

- 한국의 도서관 교육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재교육 현황 /

이경구

- 국도기업은 사람을 본으로 / 盧海燕(중국 국가도서관 참고연

구보도부부주임)

- 직원육성및교육방안 / 沈颯

- 서지작성현황과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의역할

/ 이경구(열람관리부장)

- 국가도서관서지업무와서지데이터건설 / 陳力

- 국립중앙도서관이용봉사서비스현황과전망 / 신인용

- 중국국가도서관이용봉사서비스현황과전망 / 張彦博

(부관장)

- 국가도서관서비스및역할강화 / 汪東波

- 온라인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   守眞

- 진일보한국립도서관발전방안 / 심 섭(지원협력과장)

- 국립중앙도서관의전자출판물수집및보존방안 / 심 섭(지

원협력과장)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 확대 / 汪東波

(업무처장)

- 네트워크환경에서의도서관정보서비스개발 / 최경호

- 중국국가도서관 문헌 보존 보호 역사, 현황 및 교류와 협력

보고 / 장평(선본특장부부연구관원)

-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사업및보존기술협력방안 /

한혜원

郁赤

郁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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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훈련 현황

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1982
사서직무교육 1 사서직 7.19~7.24 6일 84

계 84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사서직공무원
6.27~7.9 2 69

1983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9.5~9.17 2 69

계 138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7.2~7.14 2 69

1984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6.11~6.28 3 69

계 138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4.8~4.27 3 79

1985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5.6~5.25 3 78

2 6.3~6.22 3 81

계 238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5.19~6.7 3 68

1986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4.21~5.10 3 69

2 8, 9급 사서직 6.16~7.5 3 69

계 206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3.9~3.28 3 64

1987
기본교육 2 4.6~4.25 3 68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5.11~5.30 3 68

계 200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2 6, 7급 사서직 6.13~7.2 3 68

1988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7.11~7.30 3 69

2 8, 9급 사서직 9.5~9.24 3 70

계 207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4.17~5.6 3 71

1989
기본교육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2 8, 9급 사서직 9.18~10.17 3 71

1 8, 9급 사서직 5.22~6.10 3 71

계 213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5.14~6.2 3 70

기본교육 2 8, 9급 사서직 9.3~9.22 3 70

1990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6.11~6.30 3 70

기타교육 도서관업무교육과정 1 15

계 225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8, 9급 사서직
4.8~4.27 3 80

기본교육 2 10.21~11.9 3 146

1991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 1 6, 7급 사서직 6.10~6.29 3 142

기타교육 도서관업무교육과정 1 소년원, 소년감별소자료관리직원 2.26~2.28 3일 16

계 384

초급사서실무자과정
1

8, 9급 사서직
4.13~4.25 2 98

기본교육
2 6.8~6.20 2 97

1992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11~5.23 2 93

2 10.12~10.24 2 93

기타교육 도서관업무교육과정 1 도서관행정담당자 4.8~4.10 3일 17

계 398

*초급사서실무자과정·신규실무자과정은신규임용된초급사서를대상으로하며, 중견사서실무자과정·중견실무자과정은 6, 7급으로승진한사서를대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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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10.11~10.30 3 139

기본교육
중견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10~5.22 2 97

1993 2 6.14~6.26 2 88

기타교육 1 10

계 334

기본교육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4.11~4.30 3 92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23~6.4 2 91

1994 전문교육
정보봉사과정 1 6~9급 사서직 9.5~9.10 1 75

독서지도담당자과정 1 6~9급 사서직 6.20~6.25 1 78

민간전문교육 정보봉사과정 1 각종도서관사서직원 10.30~11.4 1 145

기타교육 1 30

계 511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22~6.3 2 86

기본교육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4.10~4.29 3 99

2 7, 8급 사서직 9.11~9.30 3 97

독서지도담당자과정 1 6.19~6.24 1 97

1995 전문교육 정보봉사과정
1

6~9급 사서직
10.23~10.28 1 99

2 10.30~11.4 1 78

문화행사담당자과정 1 11.20~11.25 1 94

민간교육 도서실및독서지도과정 1 116

기타교육 3 31

계 797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3.18~3.30 2 96

기본교육
2 5.6~5.18 2 97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6.24~7.13 3 70

2 9.2~9.21 3 62

독서지도담당자과정 1 10.21~10.26 1 89

정보봉사과정
1 5.27~6.1 1 99

1996 전문교육 2 6~9급 사서직 6.10~6.15 1 82

문화행사담당자과정
1 4.15~4.20 1 87

2 4.22~4.27 1 81

민간전문교육 도서관장과정 1 행정직중사서직전직희망자 8.12~11.30 16 64

기타교육
관리자과정 1 5급 사서직 3.4~3.8 1 44

2 40

계 911

기본교육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3.10~3.29 3 85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19~5.31 2 87

독서지도담당자과정 1 9.1~9.6 1 92

정보봉사과정
1 2.17~2.22 1 40

2 6.16~6.21 1 40

1997
전문교육

문화행사담당자과정 1
6~9급 사서직

10.13~10.18 1 95

1 7.21~7.26 1 37

전산과정
2 8.25~8.30 1 36

3 9.22~9.27 1 37

4 11.10~11.15 1 38

민간전문교육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1.27~2.1 1 40

문고종사과정 1 문고직원 7.7~7.12 1 60

│부록│Ⅱ. 통계및업무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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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기타교육
관리자과정 1 사서사무관및관장 4.14~4.19 1 32

1997 기록없음 2 기록없음 기록없음 29

계 748

신규실무자과정 1 7, 8, 9급 사서직 3.9~3.28 3 80

기본교육
중견사서실무자과정

1
6, 7급 사서직

5.11~5.23 2 70

2 11.9~11.21 2 76

1 2.9~2.14 1 40

정보봉사과정
2 4.6~4.11 1 40

3 10.19~10.24 1 38

4
6~9급 사서직

11.2~11.7 1 35

독서지도과정 1 3.2~3.7 1 91

전문교육
문화행사과정 1 8.31~9.5 1 80

자료분류과정 1 9.21~9.26 1 69

1998 자료목록과정 1 2.16~2.21 1 78

관리자전산과정 1 5급 사서직 4.27~5.2 1 35

1 6.8~6.13 1 39

실무자전산과정
2

6~9급 사서직
7.6~7.11 1 35

3 8.24~8.29 1 39

4 9.14~9.19 1 35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7.27~8.1 1 86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종사요원 7.13~7.17 1 61

민간교육
정보봉사과정 1 6.22~6.27 1 28

자료분류과정 1
각종도서관사서직원

9.21~9.26 1 44

자료목록과정 1 4.13~4.18 1 68

전산과정 1 10.12~10.17 1 39

계 1,206

도서관행정관리과정 1 5급 사서직 8.30~9.10 2 35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5.31~6.11 2 70

2 11.8~11.19 2 56

1 3.15~3.26 2 43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2 6.28~7.9 2 41

3 10.25~11.5 2 36

전문교육
독서지도과정 1

6~9급 사서직
6.14~6.25 2 56

KDC자료분류과정 1 3.8~3.12 1 66

DDC자료분류과정 1 10.11~10.15 1 43

1999 자료보존관리과정 1 11.8~11.12 1 59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7.19~7.23 1 42

자료목록과정 1 2.22~2.26 1 57

KOLAS운 과정
1 2.9~2.11 3일 43

2 4.26~4.30 1 30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1 5.10~5.14 1 40

민간교육 2 각종도서관사서직원 10.4~10.8 1 47

자료목록과정 1 8.23~8.27 1 44

기타교육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7.26~8.6 10일 97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직원 3.29~3.31 3일 63

계 968
*민간(전문)교육은대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에서근무하는사서를대상으로실시한교육과정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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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도서관행정관리과정 1 5급 사서직 3.20~3.31 2 29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6~9급 사서ㆍ행정직
3.6~3.17 2 44

공통전문교육
2 9.18~9.29 2 64

1 2.14~2.25 2 43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2 6~9급 사서직 5.15~5.26 2 39

3 11.6~11.17 2 61

독서지도과정 1 6.12~6.23 2 41

도서관운 발전세미나과정 1 공공도서관장 12.7~12.9 3일 38

어린이독서지도전문과정 1 11.27~12.1 1 53

자료목록과정 1 5.29~6.2 1 49

선택전문교육 KDC자료분류과정 1
6~9급 사서직

4.17~4.21 1 47

2000 DDC자료분류과정 1 7.10~7.14 1 40

자료보존관리과정 1 8.28~9.1 1 62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10.30~11.3 1 47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1 6.26~6.30 1 29

2
각종도서관

10.9~10.13 1 48

민간교육 자료목록과정 1
사서직원

7.3~7.7 1 47

KDC자료분류과정 9.4~9.8 1 44

DDC자료분류과정 1 11.20~11.24 1 43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1.10~1.21 2 85

기타교육 2 7.24~8.4 2 44

문고종사자과정 문고직원 7.19~7.21 3일 91

계 1,088

도서관행정관리자과정 1 5급 및도서관장 6.11~6.15 1 25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6~9급 사서ㆍ행정직
4.9~4.20 2 52

2 10.15~10.26 2 49

공통전문교육 1 3.4~3.16 2 35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2
6~9급 사서직

6.18~6.29 2 44

3 9.17~9.28 2 40

도서관장서개발과정 1 5.21~6.1 2 45

독서지도과정 1 9.10~9.14 1 55

자료목록과정 1 2.19~2.23 1 43

KDC자료분류과정 1 6~9급 사서직 2.12~2.16 1 50

선택전문교육
DDC자료분류과정 1 7.23~7.27 1 47

2001 자료보존과정 1 7.18~7.20 3일 38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4.23~4.27 1 60

정보검색과정
1 5급 이하사서ㆍ기능직 3.26~3.30 1 49
2 11.5~11.9 1 38

자료목록과정 1 7.2~7.6 1 50

민간교육
정보검색과정 1

각종도서관
9.3~9.7 1 30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1
사서직원

8.28~8.30 3일 44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5.2~5.4 3일 47

전자도서관운 과정 1 4.2~4.4 3일 52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1.8~1.19 2 84

기타교육
2 7.30~8.10 2 47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직원
5.14~5.16 3일 69

2 10.9~10.11 3일 29

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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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도서관정책관리자과정 1 5급 및도서관장 4.29~5.3 1 35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6~9급 사서ㆍ행정직
3.18~3.29 2 50

2 9.2~9.13 2 49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1 6.24~7.5 2 44

도서관장서개발과정 1 5.20~5.31 2 46

선택전문교육독서지도과정 1 4.8~4.12 1 57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6.17~6.21 1 48

자료보존과정 1 6~9급 사서직 11.4~11.8 1 39

공통전문교육
자료목록과정 1 4.15~4.19 1 48

KDC자료분류과정 1 9.23~9.27 1 37

DDC자료분류과정 1 10.14~10.18 1 42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8.26~8.30 1 38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1 6급 이하사서ㆍ기능직 10.28~11.1 1 34

2002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4.29~5.3 1 41

2 10.7~10.11 1 40

정보검색과정(1) 1
5급 이하사서ㆍ기능직

2.18~2.22 1 47

정보검색과정(2) 1 5.6~5.10 1 40

도서관DB관리과정 1 5.13~5.17 1 33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1 3.11~3.15 1 36

자료목록과정 1 4.15~4.19 1 42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3.18~3.22 1 43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각종도서관

6.10~6.12 3일 47

민간교육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사서직원

10.7~10.11 1 39

정보검색과정(1) 1 2.18~2.22 1 33

정보검색과정(2) 1 5.6~5.10 1 36

도서관DB관리과정 1 7.8~7.10 3일 42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1.7~1.18 2 73

기타교육 2 7.29~8.9 2 44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직원 10.28~10.30 3일 57

계 1,260

도서관정책관리자과정 1 5급 이상및도서관장 4.14~4.18 1 27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3.17~3.28 2 47

공통전문교육 2 10.6~10.17 2 46

도서관정보서비스과정 1 6~9급 공무원 6.30~7.11 2 43

도서관장서개발과정 1 5.12~5.23 2 36

도서관경 전략과정 1 9.1~9.5 1 35

2003 독서지도과정 1
6급 이하공무원

6.16~6.20 1 60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1 11.10~11.14 1 57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5급 이하공무원
4.7~4.11 1 47

선택전문교육 2 10.20~10.24 1 32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6~9급 공무원 3.3~3.7 1 37

정보자원서비스과정 1 8.25~8.29 1 48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1
5급 이하공무원

2.17~2.21 1 49

데이터베이스관리과정(초급) 1 2.24~2.28 1 38

데이터베이스관리과정(중급) 1 10.6~10.1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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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도서관서버관리과정(1) 1 3.17~3.21 1 49

도서관서버관리과정(2) 1 5급 이하공무원및사서직원 11.3~11.7 1 31

웹사이트구축과정~ 인포메이션아키텍쳐 1 7.14~7.16 3일 31

선택전문교육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6급이하공무원및사서직원 4.28~5.2 1 61

자료보존과정 1 9.22~9.26 1 34

DDC자료분류과정 1
6~9급 공무원및사서직원

10.27~10.31 1 37

KDC자료분류과정 1 3.31~4.4 1 54

MARC실무과정 1 4.23~4.25 3일 43

도서관경 전략과정 1 7.2~7.4 3일 28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1 9.17~9.19 3일 30

2003 도서관장서개발과정 1 8.27~8.29 3일 37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7.14~7.16 3일 27

민간교육 정보자원서비스과정 1 각종도서관 6.11~6.13 3일 27

데이터베이스관리초급과정 1 사서직원 5.12~5.16 1 22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3.10~3.14 1 34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5.26~5.30 1 40

연속간행물관리과정 1 6.23~6.27 1 41

사서교사과정
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1.6~1.17 2 45

2 7.28~8.8 2 36

기타교육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직원 9.29~10.1 3일 50

PC일반과정 1
사서직원

11.18~11.20 3일 23

MARC실무과정 1 11.25~11.27 3일 30

계 1,428

도서관정책관리자과정 1 5급 이상및도서관장 4.26~4.30 1 20

도서관행정실무과정
1

6~9급 사서ㆍ행정직
3.22~4.2 2 63

공통전문교육
2 9.13~9.24 2 48

도서관정보서비스과정
1 5.10~5.21 2 50

2 6~9급 사서직 10.18~10.29 2 29

도서관장서개발과정 1 6.21~7.2 2 52

도서관경 전략과정 1 5~9급 사서직 5.31~6.4 1 48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6.14~6.18 1 31

2 5~9급 사서ㆍ기능직 11.1~11.5 1 31

정보자원서비스과정 1 2.16~2.20 1 26

2004
독서지도과정

1 4.26~4.30 1 49

2 10.4~10.8 1 44

도서관문화행사과정 1 6급이하사서ㆍ 7.12~7.16 1 67

선택전문교육
자료보존과정 1 기능직 3.8~3.12 1 46

DDC자료분류과정 1 10.11~10.15 1 39

KDC자료분류과정 1 3.15~3.19 1 44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1 9.6~9.10 1 45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7.5~7.9 1 46

연속간행물관리과정 1 11.15~11.19 1 23

KCR4판 및 KORMARC과정 1 6.7~6.11 1 49

KOLASⅡLight과정 1 11.8~11.10 3일 22

KOLASⅡ과정
1 4.19~4.23 1 45

2 8.30~9.3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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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분 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수 대 상 기 간 (단위 : 주) 인 원

웹사이트구축과정 1 9.13~9.17 1 25

도서관과저작권과정 1 8.25~8.27 3일 58

선택전문교육
주제전문사서초급과정 1 10.22~12.17 1 32

도서관PC운 과정 1 5급이하공무원및사서직원 2.23~2.27 1 43

디지털기기활용과정
1 5.31~6.4 1 35

2 11.15~11.19 1 27

독서치료과정 1 3.19~8.20 43

2004 민간교육도서관경 전략과정 1 10.4~10.6 3일 26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1 6.21~6.23 3일 45

디지털도서관운 과정 1 4.7~4.9 3일 35

민간교육 정보자원서비스과정 1 사서직원 7.19~7.21 3일 44

비도서자료관리과정 1 8.30~9.1 3일 40

연속간행물관리과정 1 5.10~5.12 3일 40

KCR판 및 KORMARC과정 1 4.19~4.23 1 47

사서교사과정Ⅰ 1
초·중등학교사서교사

1.26~1.30 1 78

기타교육 사서교사과정Ⅱ 1 8.2~8.6 1 38

문고종사자과정 1 문고직원 3.3~3.5 3일 59

계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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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서 자격증 발급 현황

연 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 사 서 계 누 계

1966~1975 1,410 1,251 2,661 2,661

1976 212 305 517 3,178

1977 132 428 560 3,738

1978 144 491 635 4,373

1979 176 609 785 5,158

1980 268 685 953 6,111

1981 368 685 1,053 7,164

1982 226 814 1,040 8,204

1983 389 1,078 1,467 9,671

1984 579 873 1,452 11,123

1985 1,014 835 1,849 12,972

1986 1,248 633 1,881 14,853

1987 1,459 719 2,178 17,031

1988 1,558 732 2,290 19,321

1989 1,653 712 2,365 21,686

1990 63 1,516 580 2,159 23,845

1991 54 1,587(30) 774 2,415 26,260

1992 140 1,510(1,611) 678 2,328 28,588

1993 100 1,467(2,345) 841 2,408 30,996

1994 43 1,376(31) 663 2,082 33,078

1995 51 1,353(14) 758 2,162 35,240

1996 58 1,358(17) 854 2,270 37,510

1997 43 1,255(10) 719 2,017 39,527

1998 35 1,310(17) 783 2,128 41,655

1999 88 1,405(16) 896 2,389 44,044

2000 55 1,396(19) 986 2,437 46,481

2001 80 1,368(24) 920 2,368 48,849

2002 75 1,471(15) 984 2,530 51,379

2003 106 1,381(28) 949 2,436 53,815

2004 96 1,420(33) 1,030 2,546 5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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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서직 해외 실무 연수 현황

연도별 연수 기간 연수 인원 연수 국가 연수 기관 참여 기관

1990 5.21~5.26 14 일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등 3개관 국립중앙도서관

1991 11.11~11.16 6 대만 대만국가도서관등 4개관 ″

1992 6.30~7.5 6 대만 기록없음 ″

1993 6.27~7.2 10 일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쿄도립도서관, 日野시립도서관, 杉 구립도서관, 

″
浦安시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94 10.5~10.14 기록 없음 미국 기록없음 시·도소속도서관

교육청소속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쿄도립중앙도서관, 도쿄도립히비야도서관, 

1995 10.9~10.18 31 일본
도쿄대학도서관, 와세다대학도서관, 히노시립도서관, 수기나미구립도서관, 

″우라야스시립도서관, 교토부립총합자료관, 다카츠키시립중앙도서관,

나라시립중앙도서관

11.6~11.15 20 독일, 독일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네덜란드, 네덜란드왕립도서관, 헤이그공공도서관,
″

1996
프랑스 프랑스국립도서관, 파리제4대학(Sorbonne)도서관

11.14~11.23 20 국,  국국립도서관, 켄싱턴도서관,

벨기에, 프랑스퐁피두도서관, 파리시도서관기술본부, ″
프랑스 장삐에르멜빌정보자료도서관, 벨기에경제부도서관, 브뤼셀대학도서관

10.10~10.19 14 국, 국국립도서관, 켄싱턴도서관, 캠브리지주립중앙도서관,
″

1997
독일 독일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본시립도서관

10.18~10.27 15 국, 국국립도서관, 켄싱턴도서관, 크라이돈주립중앙도서관,
″

독일 본시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1998 ~ 2001 해외 실무연수사업중단

6.26~7.5 17
독일,  

독일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쾰른시립도서관, 칼마슈트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안타워프시립도서관, 퐁피두센터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시·도소속도서관

벨기에 교육청소속도서관
2002

국,  
퐁피두센터도서관, 파리도서관기술본부, 네덜란드왕립도서관,

9.26~10.5 18 프랑스,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 국국립도서관, 켄싱턴도서관

″

네덜란드

9.22~10.2 20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콜롬비아지역공공도서관, 미국의회국립도서관, 

2003
캐나다 토론토공공도서관, 맨하탄도서관 ″

10.2~10.12 20
미국, 정부문서보관소, 미국의회국립도서관, 캐나다국립도서관, 보스톤공공도서관, 

캐나다 브루클린공공도서관, 콜롬비아대학도서관 ″

대만, 대만국가도서관, 타이페이시립도서관, 우드랜드도서관, 

5.6~5.15 23 싱가포르, 오차드도서관, 센캉도서관, 에스플라나데도서관, ″

2004
중국 상해시립도서관, 상해시황포구도서관

노르웨이, 오슬로시립도서관, 아동정책연구도서관,  

9.2~9.11 27 스웨덴, 스웨덴왕립도서관, 스톡홀름시립도서관, 스웨덴국립녹음점자도서관, ″

핀란드 핀란드국립도서관, 헬싱키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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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대 독서교실 운 내역

회 수 연 도 참가 도서관수 참가 학교수 수료 인원
전 체 1인 평균

제 1 회 1971 1 32 155 1,595 10

제 2 회 1971 1 28 83 921 11

제 3 회 1971 1 25 129 3,594 28

제 4 회 1972 1 34 75 2,030 27

제 5 회 1972 1 36 94 1,270 14

제 6 회 1973 1 29 98 1,730 18

제 7 회 1973 10 211 962 11,895 12

제 8 회 1974 11 355 1,149 11,182 10

제 9 회 1974 14 381 1,257 16,451 13

제 10 회 1975 13 348 1,135 16,368 14

제 11 회 1975 14 514 1,303 14,750 11

제 12 회 1976 12 436 1,143 14,222 12

제 13 회 1976 13 425 1,370 17,632 13

제 14 회 1977 12 359 1,146 14,281 12

제 15 회 1977 15 616 1,510 16,319 11

제 16 회 1978 22 486 1,917 21,966 11

제 17 회 1978 20 669 3,963 38,574 10

제 18 회 1979 23 840 2,142 25,165 12

제 19 회 1979 24 510 1,959 23,884 12

제 20 회 1980 26 528 2,106 24,356 12

제 21 회 1980 23 656 3,307 33,181 10

제 22 회 1981 31 659 4,019 43,711 11

제 23 회 1981 39 822 5,111 59,452 12

제 24 회 1982 32 766 3,621 49,982 14

제 25 회 1982 44 976 5,386 71,433 13

제 26 회 1983 39 1,050 3,846 50,614 13

제 27 회 1983 55 1,217 5,265 74,646 14

제 28 회 1984 49 1,253 4,761 61,120 13

제 29 회 1984 71 1,603 6,930 94,244 14

제 30 회 1985 66 1,463 6,257 81,108 13

제 31 회 1985 83 1,609 8,133 101,973 13

제 32 회 1986 71 1,697 6,511 86,703 13

제 33 회 1986 79 1,302 5,170 75,826 15

제 34 회 1987 75 1,358 5,175 81,255 16

제 35 회 1987 91 1,564 5,901 96,338 16

제 36 회 1988 81 1,490 6,656 92,419 14

제 37 회 1988 104 1,622 6,934 102,927 15

제 38 회 1989 95 1,485 6,266 90,887 15

제 39 회 1989 111 1,864 7,216 99,261 14

제 40 회 1990 104 1,617 6,256 99,261 16

독 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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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연 도 참가 도서관수 참가 학교수 수료 인원
전 체 1인 평균

제 41 회 1990 131 2,061 11,066 141,629 13

제 42 회 1991 114 1,849 7,415 100,997 14

제 43 회 1991 146 1,935 8,654 118,313 14

제 44 회 1992 132 1,887 7,692 115,656 15

제 45 회 1992 168 2,169 9,610 157,048 16

제 46 회 1993 155 2,101 8,850 141,311 16

제 47 회 1993 191 2,463 10,923 165,990 15

제 48 회 1994 171 2,349 10,000 144,353 14

제 49 회 1994 208 2,549 11,109 146,402 13

제 50 회 1995 186 3,057 10,153 108,597 11

제 51 회 1995 227 2,580 11,993 117,650 10

제 52 회 1996 192 2,605 10,593 108,912 10

제 53 회 1996 232 2,827 12,125 118,362 10

제 54 회 1997 208 2,639 10,956 109,994 10

제 55 회 1997 259 2,976 12,649 118,764 9

제 56 회 1998 224 2,860 11,747 111,652 10

제 57 회 1998 270 3,223 13,827 125,504 9

제 58 회 1999 239 2,964 12,316 113,359 9

제 59 회 1999 294 3,475 14,491 128,833 9

제 60 회 2000 251 3,244 13,058 106,912 8

제 61 회 2000 306 3,488 13,809 113,806 8

제 62 회 2001 268 3,328 14,631 126,997 9

제 63 회 2001 293 3,320 13,083 100,915 8

제 64 회 2002 266 3,099 11,902 95,990 8

제 65 회 2002 309 3,571 13,226 99,440 8

제 66 회 2003 272 2,967 10,829 84,695 8

제 67 회 2003 315 3,371 12,573 87,087 8

제 68 회 2004 281 3,144 11,058 75,598 7

제 69 회 2004 336 3,341 13,961 99,115 7

독 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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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서관문화학교 실시 현황

연 도 기 간 강좌수 대 상 자 수 강 생 시 간(요일)

1991 10. 29~12. 31 30 만 20세 이상일반인 152 주 1회 2시간(화)

1992 5. 12~12. 15 27 만 20세 이상일반인 80(69) 주 1회 2시간(화)

1993
4. 6~7. 13 15 국민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100(61) 주 1회 2시간(화)

10. 5~11. 10 15 국민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65(248) 주 2회 2시간(화,수)

1994
3. 22~5. 3 12 국민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347(267)

10. 4~11. 9 12 국민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65(275)
주 2회 2시간(화,수)

1995
4. 18~5. 24 12 국민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413(302)

10. 4~5. 24 12 국민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00(249)
주 2회 2시간(화,수)

1996
4. 16~5. 23 18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340(183)

9. 17~11. 5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56(223)
주 3회 2시간(화,수,목)

1997
4. 15~5. 27 18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357(243)

9. 23~10. 30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67(234)
주 3회 2시간(화,수,목)

1998
4. 21~5. 28 18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390(235)

9. 8~10. 22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88(244)
주 3회 2시간(화,수,목)

1999
4. 20~5. 27 18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기록없음(236)

9. 7~10. 21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기록없음(183)
주 3회 2시간(화,수,목)

2000
4. 18~6. 1 18 취학 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320(224)

9. 19~10. 26 19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404(259)
주 3회 2시간(화,수,목)

2001
4. 17~5. 24 18 취학 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432(229)

9. 11~11. 1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326(133)
주 3회 2시간(화,수,목)

2002
4. 16~5. 23 18 취학 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232(135)

10. 15~11. 21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281(185)
주 3회 2시간(화,수,목)

2003
4. 22~5. 29 18 취학 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대상 156(89)

10. 7~11. 13 18 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학부모대상 172(95)
주 3회 2시간(화,수,목)

2004
4. 22~5. 29 18

일반인
265 주 5회

10. 20~12. 14 24 283 2시간(월,화,수,목,금)

※수강생 (    )는 출석 80% 이상인수강이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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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서관문화학교 강좌 내역

1991년 도서관문화학교

▶가문뿌리찾기강좌(한국인의계보)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29 우리민족의식의특성 김광억(서울대교수)

11.  5 우리 민족족보문화의특징 〃

11. 12 우리나라성씨제도의구조 김환덕(한국민족문화고증학회)

11. 19 세계 주요문화권의성씨제도 〃

11. 26 한국족보의기원과그변천과정 〃

12.  3 족보의종류와편찬방법 〃

12. 10 우리민족의가문개념 강주진(성균관이사장)

12. 17 족보의검색과이용방법 조정화(국립중앙도서관고서전문원)

12. 24 민족문화의뿌리와도서관의역할 정희천(국립중앙도서관장)

12. 31 뿌리 찾기실습
조정화(국립중앙도서관고서전문원)

오재일(족보연구가)

▶ 자녀교육을위한어머니독서지도강좌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30 독서지도의목적과필요성 장욱순(국민독서문화진흥회사무총장)

11.  6 책나라로가는길 김수남(색동회회장)

11. 13 학습 능력을기르는독서법 홍순태(한국독서 짓기연구회장)

11. 20 〃 〃

11. 27 독서 내용의극화 송치화(아동극연출가)

12.  4 우리 문학의근대성에대하여 김윤식(서울대교수)

12. 11 독서 감상화그리기 김　정(숭의여전교수)

12. 18 어린이를위한작가와어머니들의대화 조대현(요안공업고등학교교사)

12. 25 감동깊게읽을책들 한윤옥(경기대교수)

1. 1 어린이와어머니를위하여도서관이하는일 정희천(국립중앙도서관장)

▶ 세계고전강좌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31 고전의향기 이가원(단국대교수)

11.  7 그리스로마신화 : 서양 문화의창 김한(동국대교수)

11. 14 명심보감 송재소(성균관대교수)

11. 21 동양 고전의세계 : 논어 송하경(성균관대유학대학장)

11. 28 장자 : 그의 사상과철학 허세욱(고려대교수)

12. 5 문학적소재로서의고전 조성기(작가)

12. 12 우리 고전의세계 김진세(서울대교수)

12. 19 훈민정음 안병희(국립국어연구원장)

12. 26 우리고전의서지적이해 강순애(동덕여대강사)

1. 2 인류 문화의보존·전승을위한도서관의책임 정희천(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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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5. 12 개강 / 오리엔테이션

5. 12 한국의전통사상 이현희(성신여대교수·인문대학장)

5. 19 (지도를통해본)한국의 토변천사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교육연구관)

5. 26 주역의이해 최 진(성균관대교수·한국철학)

6.  2 성리학(퇴계사상) 금장태(서울대교수·종교학)

6.  9 민속유물의이해 김삼기(국립민속박물관학예사)

6. 16 전통 문화의이해 강신표(한양대교수·문화인류학)

6. 23 한국의회화 이인범(국립현대미술관큐레이터)

6. 30 한국의도자기 김 원(국립중앙박물관연구관)

7.  7 현대 미술의이해 이인범(국립현대미술관큐레이터)

7. 14 전통 예절(한국복식) 유희경(이화여대교수·한국복식)

7. 21 전통 예절(관혼상제) 김득중(한국전례원장)

7. 28 전통예절(세시풍속) 〃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1 한국의전통음악 이승렬(국립국악원장)

9.  8 도서관이용법 이용남(한성대교수·도서관학)

9. 15` 정보화사회와도서관 현규섭(공주대교수·도서관학)

9. 22 정보서비스이용의실제 KOEX 문화정보관견학

10.  6 편집·출판의기초 김준철(신구전문대교수·출판학)

10. 13 한국의고활자·고서감정 안춘근(한국출판학회장)

10. 20 출판사탐방 삼성출판사견학

10. 27 좋은 책고르기 송 희(동의대교수·도서관학)

11.  3 자녀 교육을위한독서지도 김수남(색동회장, 소년한국일보사장)

11. 10 현대시감상 서한샘(서울시교육위원)

11. 17 독서 감상문·감상화 김정(숭의여전교수·화가)

11. 24 건강교실 : 수지침 김애주(고려수지침학회학술위원)

12.  1 호감 받는대인관계 이상헌(한국심리교육협회장)

12.  8 족보해설 조정화(국립중앙도서관고서전문원)

12. 15 족보 찾기실습 / 수료식 〃

│부록│II. 통계및업무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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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6 생활 법률(재산법) 최금숙(이화여대교수)

4. 13 한국의전통사상 금장태(서울대교수)

4. 20 (재미있는)책 이야기 김경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4. 27 어머니를위한독서지도 이오덕(아동문학가)

5.  4 현대 미술의이해 이인범(국립현대미술관학예관)

5. 11 생활 법률(가족법) 양경자(가정법률상담소부소장)

5. 18 한국 문화사 홍순민(서울대규장각연구원)

5. 25 한국인의족보 손석우(한국족보학회장)

6.  1 족보 이용법 〃

6.  8 한국의전통음악 이승렬(국립국악원장)

6. 15 환경과생활과학 최열(공해추방운동연합회장)

6. 22 소비자경제론 이덕성(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6. 29 예의범절(언어예절) 안병희(국립국어연구원장)

7.  6 예의범절(식탁예절) 권명덕(예지원교육장)

7. 13 시문학의이해 / 수료식 정진규(시인, 현대시학주간)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5 좋은 부모가좋은자녀를만든다 : 부모의역할 이윤구(한국청소년연구원장)

10.  6 뉴미디어와의만남 : 전자출판시대 이기성(전자출판연구회장)

10. 12 우리말의뿌리 서정범(경희대교수)

10. 13 이것만은알아둡시다 : 자녀의심리세계 김재은(이화여대교육대학원장)

10. 19 소설 읽기, 소설 쓰기 : 작가 김향숙의내면세계 김향숙(작가)

10. 20 좋은책어떻게고르나? 이중한(서울신문논설위원)

10. 26 책과인생, 책과 생활 김수남(소년한국일보사사장)

10. 27 읽는 힘 : 올바른독서가학습능률을높인다 서한샘(서울시교육위원)

11. 2 ~ 3 읽는것은어떻게표현하나?(I, II) 홍순태(아동문학가)

11. 9 독서 지도 : 부모님의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박철원(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장)

11. 10 도서관은어떻게이용하나 : 도서관탐방 이경구(국립중앙도서관열람관리부장)

1993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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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4 자녀의힘을북돋우는부모 박성수(서울대교수)

10. 5 책 읽기와삶 이태동(문학평론가, 서강대교수)

10. 11 자녀의장래를위한부모의역할 정채봉(샘터사편집부장)

10. 12 읽기 지도와논술 유두선(대일학원강사)

10. 18 책의 세계, 책 읽기의즐거움 김수남(소년한국일보사장)

10. 19 좋은 책은어떻게고르나?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원)

10. 20 읽기, 쓰기와상상력 김장철(한빛학원부원장)

10. 26 읽은것은어떻게표현하나? 조대현(아동문학가, 여의도고교교사)

11. 1 독서 토론및상담 김완기(서래초등학교교장)

11.  2 국악의이해 최종민(전 정신문화연구원교수)

11.  8 도서관은어떻게이용하나? 이선(국립중앙도서관사서)

11.  9 도서관탐방 최경천(국립중앙도서관사서)

날 짜 강 좌 명 강 사

3. 22 책의세계, 책 읽기의즐거움 김형석(연세대교수)

3. 23 문화재의이해 한병삼(전 국립중앙박물관장)

3. 29 이것만은알아둡시다 : 자녀의심리세계 유안진(서울대교수)

3. 30 국악의이해 이승렬(전 국립국악원장)

4.  6 좋은부모가좋은자녀를만든다 : 부모의역할 이윤구(전 한국청소년연구원장)

4. 12 도서관은어떻게이용하나? 이선(국립중앙도서관사서)

4. 13 독서의조기교육 : 듣는 독서와주고받는이야기 송 숙(서울여대강사)

4. 19 좋은 책은어떻게고르나 이재철(단국대교수)

4.20 ~ 26 어떻게읽고어떻게대화할까?(I, II) 박철원(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장)

4. 27 읽은 것은어떻게표현하나? : 독후감상문 조대현(아동문학가, 여의도고교교사)

5.  3 도서관탐방 이경구(국립중앙도서관열람관리부장)

1994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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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8 책과 인생 김한길(소설가)

4. 19 자녀들에게책읽는즐거움을 김수남(국민독서문화진흥회장)

4. 25 올바른책읽기 곽정란(어린이도서연구회장)

4. 26 자녀교육을위한엄마교육 김용운(전 한양대대학원장)

5.  2 우리 아이들에게무슨책을권할까? 김종상(유석초등학교교장)

5.  3 문학과삶 김우종(문학평론가, 덕성여대교수)

5.  9 우리문화재이야기 한병삼(전 국립중앙박물관장)

5. 10 읽은것을어떻게표현하나? 김정(숭의여전교수)

5. 16 현대 미술의이해 김희대(국립현대미술관학예연구관)

5. 17 아이들의 쓰기지도 이오덕(아동문학가)

5. 23 창의력개발을위한아동독서 김재은(이화여대교수)

5. 24 도서관은어떻게이용하나? 이선(국립중앙도서관사서)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4 자녀의힘을북돋우는부모 박성수(서울대교육학과교수)

10.  5 책 읽기와삶 이태동(서강대 문과교수)

10. 11 자녀의장래를위한부모의역할 정채봉(샘터사편집부장)

10. 12 읽기 지도와논술 유두선(대일학원강사)

10. 18 책의 세계, 책 읽기의즐거움 김수남(소년한국일보사사장)

10. 19 좋은 책은어떻게고르나?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원)

10. 25 자녀와의정서적교감 서한샘(서울시교육위원)

10. 26 읽은것은어떻게표현하나? 조대현(아동문학가)

11.   1 독서 토론및상담 김완기(서래초등학교교장)

11. 8 국악의이해 최종민(전 정신문화연구원교수)

11. 9
도서관은어떻게이용하나? 이선(국립중앙도서관사서)

도서관탐방 최경천(국립중앙도서관사서)

1995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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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6 우리 아이어떻게해야책읽기를즐길까? 이원 (중앙대교수)

4. 17 올바른책읽기지도 1(유아기) 송 숙(서울여대강사)

4. 18 만화로시작하는독서 박재동(만화가)

4. 23 엄마가들려주는구연동화 김송희(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4. 24 독후감상화지도 김정(서양화가)

4. 25 상 문화의이해 김창유(한국 화아카데미강사)

4. 30 올바른책읽기지도 2(초등학교저학년) 곽정란(어린이도서연구회장)

5.  1 독서를통한창의력개발 김재은(이화여대교육대학원교수)

5.  2 문학과인생 김봉군(가톨릭대교수)

5.  7 자녀에게권하는책 1(어린이와그림책) 김중철(어린이출판연구가)

5.  8 자녀에게권하는책 2(초등학교저학년) 조월례(어린이도서연구회전문위원)

5.  9 멀티미디어시대를사는지혜 백석기(한국정보문화센터교육훈련본부장)

5. 14 PC통신활용법 양이석(데이콤정보교육팀)

5. 15 〃 〃

5. 16 초고속정보통신여행 김정원(한국정보문화센터문화진흥본부장)

5. 21 인터넷을배웁시다 유지장(데이콤정보교육팀)

5. 22 〃 〃

5. 23 국립중앙도서관(전자도서실등) 견학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17 화인과책읽기 신성일( 화인)

9. 18 만화와독서 김수정(만화가, 둘리나라대표)

9. 19 독서를통한창의력개발 문정화(한국창의성개발연구소장)

10.  1 문학과인생 김후란(시인)

10.  2 좋은 책골라읽히는요령 이중한(서울신문논설위원)

10.  8 연령별독서지도 김재열(독서신문자유기고가)

10.  9 시 낭송을통해책읽는즐거움을 김송희(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10. 10 자녀교육과부모의역할 권경희(덕성여대평생연구원)

10. 15 신문 활용교육(NIE) 사례 1 김두임(NIE 지도강사)

10. 16 쓰기 지도 1(좋은 을쓰기위한기본능력)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원)

10. 17 쓰기 지도 2(일기 쓰기와논술의열쇠) 김한길(소설가)

10. 22 신문활용교육(NIE) 사례 2 김두임(NIE 지도강사)

10. 23 PC통신활용법 조원희(한국PC통신강사)

10. 24 인터넷을배웁시다 〃

10. 29 자녀와함께하는문화가산책 박 택(금호미술관수석큐레이터)

10. 30 독서토론및상담 1 김완기(서래초등학교교장)

10. 31 독서 토론및상담 2 〃

11.  5 수료식

1996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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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5 컴맹 탈출 전유성(개그맨)

4. 16 좋은 어린이책어떻게고를까? 곽정란(어린이도서연구회)

4. 17 믿는 만큼자라는아이들 박혜란(여성학자)

4. 22 창의적책읽기 김종순(문학평론가, 출판인)

4. 23 유아교육의중요성 유은희(유아놀이창작연구회장)

4. 24 뉴미디어시대 상문화에대한이해 김동원(푸른 상대표)

4. 29 신문활용교육(NIE) 사례 1 김두임(NIE 지도강사)

4. 30 독서와논술지도 1 송재희(다솜방송논술강사)

5.  1 소설과독자의만남 김주 (소설가)

5.  6 신문 활용교육(NIE) 사례 2 김두임(NIE 지도강사)

5.  7 독서와논술지도 2 송재희(다솜방송논술강사)

5.  8 한국의관광문화 정희천(전 한국관광공사감사)

5. 13 독서 지도의괴로움 최윤정(‘책밖의어른과책속의아이’저자)

5. 15 독후감상화지도 김정(숭의여전교수)

5. 20 열린독서토론지도사례 김창열(인천부광초등학교교장)

5. 22 올바른독서가학습능률을높인다 홍순태(한국독서 짓기연구회장)

5. 27 대화를통한자녀교육 김송희(시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23 청소년의심리발달과부모역할 최창호(사이콜로지코리아연구소장)

9. 24 좋은 책고르기 정채봉(샘터사편집주간)

9. 25 우리의자녀에게 을써보세요 조양희(소설가)

9. 30 가족이함께하는성(性) 이야기 윤양헌(여성학자)

10.  1 늘 책 읽는우리집 주혜경(삼성데이타시스템이사)

10.  2 자녀와의사랑의대화방법 이민정(작가)

10.  7 창의적책읽기-수학능력증진과논술을대비한창의적독서지도와 쓰기 김종순(문학평론가)

10.  8 논술 따라잡기 I 송재희(다솜방송논술강사)

10.  9 우리 문화유산이해 정기 (국립중앙도서관장)

10.  11 논술 따라잡기 II 송재희(다솜방송논술강사)

10. 15 청소년과청소년보호법 이명숙(청소년개발원수석연구위원)

10. 16 정보화사회와독서 현규섭(공주대교수)

10. 21 열린 학습과신문활용학습 I 김두임(NIE 지도강사)

10. 22 독서 토론방법 김완기(서래초등학교장)

10. 23 정보화사회에서의여성의역할 백석기(정보기술교육원장)

10. 28 열린 학습과신문활용학습 II 김두임(NIE 지도강사)

10. 29 만화와애니메이션다시보기 한창완(만화평론가)

10. 30 가을에함께하는책 김송희(시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1997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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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21 부모의양육태도와자녀의 EQ 최창호(사이콜로지코리아연구소장)

4. 22 즐거운독서, 건강한정신 김송희(시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4. 23 신문활용교육(NIE) I 연정림(NIE 지도강사)

4. 28 성공적인자녀교육 김순혜(경원대교수)

4. 29 우리문화유산의이해 정기 (국립중앙도서관장)

4. 30 신문활용교육(NIE) II 연정림(NIE 지도강사)

5.  4 자신있는엄마, 자신있는컴퓨터 김병애(컴퓨터지도강사)

5.  6 은 누구나쉽게쓸수있다 I-어머니가가르치는 짓기지도요령 심경석(아동문학가)

5.  7 은 누구나쉽게쓸수있다 II-어머니가가르치는 짓기지도요령 〃

5. 12 IMF 시대를극복하는지혜 -한국속담으로풀어보는금전관 최래옥(한양대박물관장)

5. 13 좋은 책어떻게고를까? 곽정란(어린이도서연구회전문위원)

5. 14 만화와애니메이션다시보기 한창완(만화평론가)

5. 19 자녀와의대화는이렇게 이민정(작가)

5. 20 마주이야기교육 박문희(유아교육전문가)

5. 21 우리 동화바르게읽기 이재복(동화작가)

5. 26 우리나라고분문화 강현숙(아주대박물관학예연구원)

5. 27 독후감상화지도 김정(숭의여전교수)

5. 28 동화구연 박선신(동화연구가)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8 좋은 부모가좋은자녀를만든다 심경석(아동문학가·아동교육전문가)

9.  9 좋은 책골라읽히는요령 박순 (연세대교수)

9. 10 명심보감에서배우는생활의지혜 김병조(방송인)

9. 15 최열의환경이야기-오늘은물고기, 내일은인간 최열(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9. 16 청소년의독서지도는이렇게 김종규(삼성출판사회장)

9. 17 여성과건강관리 황수관(연세대교수)

9. 22 책을 통한만남 정채봉(아동문학가·샘터사편집주간)

9. 23 NIE(신문 활용교육) 1 연정림(NIE 지도강사)

9. 24 체험, 삶의 현장 주덕한(‘백수도프로라야살아남는다’저자)

9. 29 청소년의심리발달과부모역할 최창호(사이콜로지코리아연구소장)

9. 30 NIE(신문 활용교육) 2 연정림(NIE 지도강사)

10.  1 가을에어울리는시낭송 김송희(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10. 13 창의력을기르는독서토론 1 김완기(서래초등학교교장)

10. 14 창의력을기르는독서토론 2 〃

10. 15 가족이함께하는성(性) 이야기 윤양헌(여성학자)

10. 20 우리문화유산의이해 정기 (국립중앙도서관관장)

10. 21 읽기 지도와논술 1 이원희(경복고등학교교사)

10. 22 읽기 지도와논술 2 〃

1998년 도서관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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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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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20 아이들은어떤사람이되고싶을까?-반대적성을찾아라 최창호(심리학박사, 심리공학연구소장)

4. 21 우리 동화바르게읽기 이재복(동화작가)

4. 22 밝고활기찬마주이야기교육-아이들의말하기교육 박문희(유아교육전문가, 아람유치원장)

4. 27 어머니가가르치는 짓기지도요령- 은누구나쉽게쓸수있다 I 심경석(아동문학가, 전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장)

4. 28 성공하는자녀, 21세기를맞아어떻게키울것인가 김송희(시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4. 29 바람직한부모·자녀관계를위한-부모의역할 엄정애(문학박사, 배재대유아교육학과교수)

5.  4 엄마와함께하는동화구연 김연수(동화구연가)

5.  6 어머니가가르치는 짓기지도요령- 은누구나쉽게쓸수있다 II 심경석(아동문학가, 전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장)

5.  7 아동과청소년의건강관리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5. 11 독서감상화지도요령-어린이미술의이해 오종숙(신구대교수)

5. 12 성공하는가족의표정가꾸기 정연아(정연아이미지메이컵연구소장)

5. 13 학교 도서관을활용한독서교육 정원임(아동전문사서)

5. 18 신문 활용교육(NIE) I 연정림(NIE 지도강사)

5. 19 재미있는만화의세계 김수정(아동만화가)

5. 20 전적(典籍) 문화 유산의이해 정기 (국립중앙도서관장)

5. 25 신문활용교육(NIE) II 연정림(NIE 지도강사)

5. 26 ‘좋은책’어떻게고를까? 한윤옥(문학박사, 경기대문헌정보학과교수)

5. 27 ‘자녀독서지도’어떻게할것인가 심경석(아동문학가, 전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장)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7 사고력개발을위한자녀교육 이성호(연세대교육과학대학장,‘지금당신의자녀가흔들리고있다’저자)

9.  8 좋은독서자료찾아주기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9.  9 올바른책읽기지도 I 송재희(체질심리연구소장, 전 다솜방송논술강사)

9. 14 올바른책읽기지도 II 〃

9. 15 자신있게사는여성 이숙 (방송인, SBS‘이숙 의파워FM’진행)

9. 16 환경과경제 장성옥(고려대학교강사, 경제학박사)

9. 28 독서토론을통한독서력신장 I 김완기(아동문학가, 전 서래초등학교장)

9. 29 한국사에있어서여성의사회적지위와역할 신복룡(건국대학교교수)

9. 30 독서토론을통한독서력신장 II 김완기(아동문학가)

10.  5 NIE(신문 활용교육) I 김선희(NIE 전문강사)

10.  6 자녀와함께하는문화가산책 박 택(경기대강사, 전 금호미술관큐레이터)

10.  7 NIE(신문 활용교육) II 김선희(NIE 전문강사)

10. 12 창의성을신장시키는독서지도사례 I 조 식(광주고등학교교사, ’98 독서 지도대통령상수상)

10. 13 창의성을신장시키는독서지도사례 II 〃

10. 14 사춘기를대비한사랑의대화방법 정명애(지역사회교육협의회부모교육전문강사)

10. 19 책이란무엇인가? 신복룡(건국대교수)

10. 20 논리적인 쓰기지도 유두선(정진학원논술강사)

10. 21 가을과어울리는시낭송 김송희(국민독서문화진흥회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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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8 (책에 대한정보) 좋은책고르기 김갑수(시인, 방송인)

4. 19 우리 동화바르게읽기 이재복(동화작가)

4. 20 (밝고 활기찬마주이야기교육) 아이들의말하기교육 박문희(유아교육전문가, 아람유치원장)

4. 25 엄마와함께하는독서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원)

4. 26 현대미술의이해 장 준(국립현대미술관학예연구관)

4. 27 자극적환경이 재를만든다 심경석(아동문학가, 부모교육아카데미원장)

5.  2 체질 학습법(1)-아이의상황에맞는독서지도 송재희(전 다솜방송논술강사)

5.  3 체질 학습법(2)-아이의상황에맞는독서지도 〃

5.  4 현대사회의바람직한부모역할 엄정애(배재대유아교육학과교수)

5. 16 나의 문학세계 김남조(시인, 예술원회원)

5. 17 (어머니가가르치는 짓기지도요령) 은 누구나쉽게쓸수있다 심경석(아동문학가, 부모교육아카데미원장)

5. 18 재미있는만화의세계 김수정(한국만화가협회장)

5. 23 마인드맵을통한사고력향상 이소은(중랑마인드맵원장)

5. 24 독후감상화지도 김정(숭의여대교수, 화가)

5. 25 독서를통한창의력개발 문정화(재능대학아동교육상담과교수)

5. 26 금난새와함께하는음악여행 금난새(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5. 30 이야기로풀어가는독서지도 송 숙(서울여대강사)

5. 31 새로운세기의가정교육 신봉승(방송작가, 예술원회원)

6.  1 (유익한방학생활) 교실 밖의자녀교육 김송희(시인, 숙명여대평생교육원교수)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19 좋은 책정보(1)-내 자녀에게도움이되는책 황금숙(대림대문헌정보학과교수)

9. 20 좋은책정보(2)-내 자녀에게도움이되는책 〃

9. 21 청소년의일상생활과대중문화 안이 로(문화평론가, 한겨레문화센터문화기획워크숍·문화비평강사)

9. 26 성장기아이들에게도움을주는음식 한 실(숙명여대식품 양학과교수)

9. 27 논술 기초다지기-국어학습에대한전반적이해 조동기(조동기대입국어·논술전문학원장)

9. 28 새로운세기의가정교육 신봉승(대한민국예술원회원)

10.  4 창의력신장을위한독서토론(1) 김완기(아동문학가, 전 서래초등학교장)

10.  5 창의력신장을위한독서토론(2) 〃

10.  6 미술관찾기와그림감상법 최은주(국립현대미술관학예연구관)

10. 10 아이들의언어생활무엇이문제인가 이계진(프리랜서, 방송인)

10. 11 열린 학습과신문활용교육(1) 김경심(서울독서교육연구회운 위원)

10. 12 열린 학습과신문활용교육(2) 〃

10. 17 컴퓨터중독어떻게해결할것인가 권준모(서울독서교육연구회운 위원)

10. 18 가정에서의독서지도어떻게할것인가(1) 김슬옹(연세대강사)

10. 19 가정에서의독서지도어떻게할것인가(2) 〃

10. 24 부모들이모르는우리들만의성 임은미(한국청소년상담원사이버상담파트장)

10. 25 좋은교우관계형성-학교폭력과집단따돌림 구본용(한국청소년상담원기획조정팀장)

10. 26 좋은아버지가되는길라잡이-아빠는돈만버는기계인가? 김현옥(좋은아버지들의모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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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7 이야기로풀어가는독서지도-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중심으로 송 숙(이화여대평생교육원교수)

4. 18 정보화시대에독서의즐거움 김은하(‘우리아이, 책 날개를달아주자’저자)

4. 19 어린이와 상매체 정근원(미래 상연구소장)

4. 24 인터넷을활용한독서지도 오진원(아동전문인터넷사이트운 자)

4. 25 김성녀와함께하는소리여행 김성녀(국악인, 연극인, 중앙대창작음악극과교수)

4. 26 우리아이에게전해주는엄마리더쉽원칙 신완선(‘멋진엄마는리더쉽이있다’저자)

5.  2 아이들의발달심리에따른독서교육 최진(한서대사회학부교수)

5.  3 그림책을활용한독서교육 박인 (창의성개발연구소연구실장)

5.  4 내 자녀에게도움이되는책 황금숙(대림대문헌정보학과교수)

5.  8 자녀와의올바른대화방법 이민정(작가, 한국리더쉽센터퍼실리테이터)

5.  9 학교도서관을활용한독서지도 한윤옥(경기대문헌정보학과교수)

5. 10 백창우와함께동요부르기 백창우(시인, 작곡가)

5. 15 우리 동화바로읽기 이재복(동화작가)

5. 16 작가와의대화 황선미(동화작가, ‘마당을나온암탉’저자)

5. 17 금난새와함께하는클래식산책 금난새(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5. 22 한국종이문화의전통계승과창조-종이접기작품을중심으로 이지 (한국종이접기협회교육기획실장)

5. 23 어 동화책이렇게읽어주자 김재경(서초 Pre School Academy 강사)

5. 24 어린이들의독서능력개발을위한환경관리 이진아(환경칼럼니스트, 환경정의시민연대‘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지도위원)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9. 11 21세기 청소년과부모 강지원(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검사)

9. 12 도서관을이용한자녀독서지도법 김은하(‘우리아이, 책 날개를달아주자’저자)

9. 13 책은 미래의창 이주향(수원대교수, 방송인)

9. 18 이야기로풀어가는과학사 박성래(한국외국어대교수)

9. 19 알면 사랑한다 최재천(서울대학교교수)

9. 20 우리말의현재와미래 정재환(방송인, 한 문화연대부대표)

10.  9 7차 교육과정에서의독서의흐름 이덕기(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10. 10 저자와의만남 박범신(소설가, 명지대교수)

10. 11 독서의중요성과자녀교육 조양희(수필가)

10. 16 저자와의만남 신경숙(소설가)

10. 17 최대의유산 채규철(두 리자연학교장)

10. 18 국어 교육과독서 노명완(고려대교수)

10. 23 사고력향상을위한독서토론 박연숙(이화여대강사)

10. 24 창의력신장시키는독서지도사례 김슬옹(목원대교수)

10. 25 미술관찾기와그림감상법 한젬마(화가, ‘ 을 읽어주는여자’저자)

10. 30 고전과함께하는논술지도 박연숙(이화여대강사)

10. 31 도서관에서의자원봉사 김지완(어린이도서관독서지도위원)

11.  1 인터넷중독어떻게해결할까? 김현수(정신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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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6 자녀들에게뿌리와날개를 이혜성(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4. 17 저자와의만남 : 열매 아빠원종배의말하기교육 원종배(방송인)

4. 18 책과 함께하는박물관여행 오명숙(새롭게보는박물관학교대표)

4. 23 어 동화책이렇게읽어주자 김재경( 어 교육전문강사)

4. 24 재미있고신나는 쓰기아이디어를찾아서 정성현(‘지 보 맛있는 쓰기’저자)

4. 25 자녀의좋은 쓰기를위한부모의역할 한승원(소설가)

4. 30 메이킹북-책만들며크는아이들세상 권성자(책 만들며크는학교대표)

5.  1 우리 아이건강하게키우기 이유명호(한의원원장)

5.  2 어린이논리·논술의이해 I 김지은(이화여대평생교육원강사)

5.  7 어떤 책이좋은책일까 심혜련(‘약이되는동화독이되는동화’저자)

5.  8 바람직한독서의태도와습관 박 목(한국독서학회장, 홍익대국어교육과교수)

5.  9 존경받는어머니-자녀와함께발전하는삶 전여옥(방송인)

5. 14 우리 옛이야기의세계 송언(동화작가, 초등학교교사)

5. 15 들어주고말하는‘마주’이야기교육 박문희(아동교육전문가)

5. 16 국어 교육과독서 노명완(고려대교수)

5. 21 아이와함께책읽기-눈으로읽는아이마음으로느끼는엄마 한미화(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실장)

5. 22 어린이논리·논술의이해 II 김지은(이화여대평생교육원강사)

5. 23 독서의중요성과자녀교육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15 온 생명의관점에서바라본전인교육 장회익(서울대물리학부교수)

10. 16 독서의중요성과자녀교육 신달자(시인, 명지전문대교수)

10. 17 생명을살리는수학 배종수(서울교대수학교육과교수)

10. 22 생명복제기술의발전과우리의삶 황우석(서울대수의학과교수)

10. 23 우리전통음악의이해 황병기(예술원회원, 한국종합예술학교교수)

10. 24 미디어와워크북활용을통한독서교육 박연식(북가이더, 온누리도서관대표)

10. 29 체질별논술 송재희(초암논술아카데미대표)

10. 30 저자와의만남 오한숙희(‘딸들에게희망을’, ‘아줌마밥먹구가’저자)

10. 31 교사로서의부모의역할은무엇인가` 김상수(전 한빛고등학교장)

11.  5 화 보듯오페라보기-바람직한오페라감상법 김학민(‘오페라의유령’연출가)

11.  6 자녀 성교육지도-하나됨을위하여 이효숙(한국성폭력상담연구소연구위원) 

11.  7 명심보감에서배우는생활의지혜 김병조(방송인, 조선대교수)

11. 12 책 읽는소리-고전의세계로 정민(한양대국문과교수)

11. 13 마음 읽기에서시작하는독서교육-체험사례를중심으로 박정애(독서지도사)

11. 14 발문을통한독서교육의 6대전략 김슬옹(목원대국문과교수)

11. 19 교과서와문학매체를통한독서교육 이소 (아동문학가)

11. 20 자녀들의눈높이에맞춘단계별독서교육전략 김슬옹(목원대국문과교수)

11. 21 저자와의만남 박혜란(‘믿는만큼자라는아이들’, ‘나이듦에대하여’저자)

2002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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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22 건강한가정, 신뢰받는학교, 품격 있는사회우리가만든다 주성민(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4. 23 제7차 교육과정과독서교육 남미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4. 24 도서관 100배 활용하기 김금란(전 인표어린이도서관본부팀장)

4. 29 국악과의편안한만남 신 희(국악인)

4. 30 독서의중요성과자녀교육 이은애(소아과전문의, ‘부모를위한책자녀를위한책’저자)

5. 1 내 아이가책을좋아하게하려면 곽정란(전 어린이도서연구회사무총장)

5.  6 한국의미를찾아서 오주석(연세대교수, 간송미술관연구위원)

5.  7 좋은 책골라읽기 고정욱(소설가)

5.  9 독서는공부의뿌리이다 정명애(‘자녀를공부에빠져들게하는부모의지혜’저자)

5. 13 환경과디자인 윤호섭(국민대시각디자인학과교수)

5. 14 여성으로태어난것이행복하다 최윤희(‘행복그거얼마예요’저자)

5. 15 책과 함께크는아이, 아이와함께크는엄마-자녀의바른독서지도 함수연(독서지도사)

5. 20 21세기 신(新) 인재가됩시다 윤은기(IBS컨설팅컴퍼니회장, 경 학박사)

5. 21 저자와의만남 이금이(소설가)

5. 22 엄마와함께하는 어동화읽기 I 임정은(English Reading School 부원장)

5. 22 엄마와함께하는 어동화읽기 II 〃

5. 28 어린이가꼭알아야할여성학이야기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소장)

5. 29 저자와의만남-나의삶나의시 도종환(시인, EBS TV ‘도종환의책과함께하는세상’진행)

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7 21세기 청소년과가족문화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0.  8 이런부모가자식을정신병자로만든다 김정일(신경정신과전문의, ‘나는다만하고싶지않은일을하지않을뿐이다’저자)

10.  9 읽기란무엇인가 최시한(숙명여대국어국문학전공교수)

10. 14 여성, 주부, 어머니그리고나 구본형(변화경 전문가, ‘익숙한것과의결별’저자)

10. 15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의원리와방법에대하여 박 근(아담재대표컨설턴트겸연구소장, ‘말통하는세상에살고싶다’저자)

10. 16 저자와의만남 김훈(작가, ‘칼의노래’, ‘밥벌이의지겨움’등)

10. 21 〃 나희덕(시인, 조선대문예창작학과교수)

10. 22 논술이렇게시작하자 I-초등학교고학년을중심으로 정성현(신난 쓰기연구소소장)

10. 23 철학적책읽기 I(초등학교고학년을위하여) 김지은(논술강사)

10. 28 미래사회인재만들기 이봉순(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자녀교육강사)

10. 29 고전, 끝나지않는울림 정진홍(전 서울대종교학과교수)

10. 30 21세기 문화그리고삶 김찬호(연세대사회학과강사, 서울시대안교육센터장)

11.  4 매체를활용한논술 박연숙(논술강사)

11.  5 철학적책읽기 II(중학교진학을준비하며) 김지은(논술강사)

11.  6 자녀들의구술능력과가족토론문화 강치원(강원대교수,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11. 11 신문으로논술실력키우기 박부규(인천교대사회교육원강사)

11. 12 논술 이렇게시작하자 II-초등학교고학년을중심으로 정성현(신난 쓰기연구소소장)

11. 13 나의 꿈나의그림인생-사람과삶을위한살아있는미술을향하여 임옥상(서양화가, 전 민족미술협의회대표)

2003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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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강 좌 명 강 사

4.  1 좋은 책발견의즐거움 최윤정(아동문학평론가)

4.  2, 4. 9 천정환의‘책의기원과미래’특강 천정환(‘근대의책읽기’저자)

4.  3 유전자가세상을바꾼다 김훈기(전 과학동아편집장)

4.  8 한국어린이출판의현황과전망 강맑실(사계절출판사대표)

4. 10 하리하라의생물학카페에놀러오세요 이은희(‘과학읽어주는여자’저자)

4. 12 저자와의만남 박동규(전 서울대교수, 퍼니회장, 경 학 박사)

4. 17 과학의눈으로세상을들여다보다 정재승(KAIST 교수)

4. 22 장르별·시대별우리동화보기 이재복(‘우리동화바로읽기’저자)

4. 24 독서토론-비전문가의입장에서읽어볼만한과학책을중심으로 이권우(도서평론가)

4. 29 독서토론-좋은책고르기안내서를중심으로 〃

4월매주(수) 아담재의‘말통하는가정을위하여’특강 박 근(아담재대표)

4월 매주(금) 문학비평가김병익의‘한국문학의이해’특강 김병익(전 문학과지성사대표)

5.  1 좋은 책발견의즐거움 서미선(구룡중학교국어교사)

5.  6 열하일기를중심으로 고미숙(고전문학평론가)

5.  8 쓰기알고보니쉽다 조무하(한겨레문화센터강사)

5. 13 논어를중심으로 이동철(용인대교수)

5. 15, 5. 22 북아트-아름다운책만들기체험 김나래(북디자이너)

5. 20 고전읽기의즐거움 정진홍(전 서울대교수)

5. 27 독서 토론-어떻게하면고전과친숙해질수있을까 이권우(도서평론가)

5월 매주(월) 한효석의‘ 쓰기알고보니쉽다’특강 한효석(한겨레문화센터강사)

5월 매주(금) 김지은의‘철학적책읽기’특강 김지은(이화여대강사)

2004년 도서관문화학교

1기 강좌 내역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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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강좌 내역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0. 20 문학과내면성 이남호(고려대국어교육과교수)

10. 21 소설 읽기에대한반성 : 황순원의‘소나기’ 최시한(숙명여대국어국문학전공교수)

10. 22 ‘나’는누구인가?-나에대해말하기 김은하(이화여대강사)

10. 26 독서는공부의뿌리이다 송보아(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학습도와주기연구회회장)

10. 27 문학과감각의풍요 이남호(고려대국어교육과교수)

10. 28 중심사건읽기 : 이청준의‘눈길’ 최시한(숙명여대국어국문학전공교수)

10. 29 여성으로씩씩하게살기 김은하(이화여대강사)

11.  2 잘하는공부보다좋아하는공부를하게하자 송보아(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학습도와주기연구회회장)

11.  3 문학과논리의상상력 이남호(고려대국어교육과교수)

11.  4 인물 읽기 : 최인훈의‘웃음소리’ 최시한(숙명여대국어국문학전공교수)

11.  5 자유롭게연상하며읽기 : 코엘료의‘연금술사’ 김은하(이화여대강사)

11.  8 말 통하는가정을위하여 박 근(아담재대표)

11.  9 숙제는반드시하도록하자 송보아(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학습도와주기연구회회장)

11. 10 문학과인생 이남호(고려대국어교육과교수)

11. 11 갈등 읽기 : 김동리의‘까치소리’, 오한숙의‘수다가사람살려’ 최시한(숙명여대국어국문학전공교수)

11. 12 ‘우리’가고른책읽고토론하기 김은하(이화여대강사)

11. 16 공부 좋아하는아이로만드는부모의역할 송보아(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학습도와주기연구회회장)

11. 19 쓰기의기초와형식 최병선(한양여대문예창작학과겸임교수)

11. 23 문학독서와주제독서의의미와내용 임정은(ERS 언어교육연구소소장)

11. 26 쓰기의내용과논리 최병선(한양여대문예창작학과겸임교수)

11. 30 단계별인지능력에따른문학독서와주제독서 임정은(ERS 언어교육연구소소장)

12.  3 쓰기의과정 최병선(한양여대문예창작학과겸임교수)

12.  7 가슴으로읽는문학독서활용법 임정은(ERS 언어교육연구소소장)

12. 10 쓰기의연습 최병선(한양여대문예창작학과겸임교수)

12. 14 학문과접목하는주제독서활용법 임정은(ERS 언어교육연구소소장)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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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서관 음악회 개최 내역 (금난새와 함께하는 도서관 음악회)

● 2000년

개 최 일 연 주 곡 비 고

2월 25일 바흐현악을위한아다지오작품 Op.3-8 외 신년음악회

3월 24일 멘델스죤현악 8중주작품 20 외

4월 21일 비발디 4대의바이올린을위한협주곡외

5월 26일 비발디협주곡사계중‘여름’외 가족음악회

6월 23일 바흐비올라협주곡다단조외

7월 21일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제4번외

9월 22일 비발디두대의바이올린을위한협주곡외 가을음악회

10월 27일 D. Cimarosa 오보에협주곡다단조외

11월 24일 비발디파곳협주곡마단조외

12월 22일 하이든첼로협주곡다장조외 송년음악회

● 2001년

개 최 일 연 주 곡 비 고

2월 23일 모차르트세레나데‘소야곡’외 신년음악회

3월 24일 하이든교향곡제94번 외

4월 27일 다섯대의첼로를위한 5중주외 갤러리음악회

5월 25일 크라이슬러‘사랑의기쁨’외 가족음악회

6월 22일 울프이탈리안세레나데외

7월 27일 J. Suk 현을 위한세레나데외

9월 28일 엘가현을위한세레나데외

10월 26일 목관을위한 8중주외 갤러리음악회

11월 29일 살리에리이중협주곡외

12월 4일 비발디바이올린을위한이중협주곡외 송년음악회

● 2002년

개 최 일 연 주 곡 비 고

2월 22일 차이코프스키현악 4중주제1번 외 새봄맞이음악회

3월 22일 드보르작관현악을위한세레나데 d단조 op.44 외

4월 26일 슈베르트현악 4중주제13번 a단조 op.29 외

5월 24일 비발디‘사계’ 가족음악회

6월 28일 보로딘현악 4중주제21번 외

7월 26일 베토벤현악 4중주제4번외

10월 25일 드보르작현악 4중주 F장조‘아메리카’

11월 22일 멘델스죤현악 4중주제2번 a단조 op.13 외

12월 27일 스메타나현악 4중주제1번 e단조‘나의생애에서’외 송년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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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개 최 일 연 주 곡 비 고

2월 14일 힌데미트 5개의목관악기를위한소실내악곡 / 모차르트교향곡 34번 C장조, K338 새봄맞이음악회

3월 7일 슈베르트현악 5중주 C장조 / 엘가 서주와알레그로

4월 11일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 모차르트교향곡 26번

5월 23일 프로코피에프‘피터와늑대’ 가족음악회

6월 20일 모차르트아이네클라이네나흐트무지크외

7월 25일 모차르트플루트와현악기를위한 4중주곡, K285 외

8월 29일 바흐오보에와바이올린을위한협주곡외

10월 10일 슈베르트현악 4중주 14번‘죽음과소녀’

11월 28일 단찌바순 4중주 / 모차르트교향곡 27번

12월 19일 스트라빈스키‘병사의이야기’ 송년음악회

● 2004년

개 최 일 연 주 곡 비 고

2월 25일 현악 5중주‘아리랑’/ 드보르작목관 5중주 F장조‘아메리카’

3월 24일 박인호현악 4중주‘수 9에관한실험’/ 바하브란덴부르크협주곡 No.3 G장조 BWV1048

4월 21일 백승우클라리넷과바이올린, 피아노를위한‘한강’/ 드보르작피아노 3중주‘Dumky’

5월 19일 김봉호현악 4중주‘약동II’/ 빅토르금관 5중주제2번

6월 16일 한옥미 6중주‘Timelessness’/ 베토벤 7중주 Eb장조 Op.20

7월 14일 김은혜 8중주‘Celebration’/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A장조 Op.81

9월 15일
정태봉현악 5중주‘ 양·진도아리랑주제에의한이중변주곡’/ 국립중앙도서관

모차르트목관 8중주제12번, 목관 8중주‘피가로의결혼’ 500만 책달성기념음악회

10월 20일 김현민목관 5중주제1번 / 멘델스존현악 8중주 Eb 장조 Op.20

11월 17일 이신우 9중주‘Library Nonet’/ 서울 색소폰콰르텟비발디서곡외

12월 15일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숭어’/ 하이든교향곡제45번‘고별’ 고별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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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역대 전시회 개최 현황

● 1957 ~ 1995년

전 시 주 제 기 간 자 료 수 비 고

한국고문집전람 1957. 10. 10 ~ 10. 17 47종

한국귀중도서전람 1958. 10. 20 ~ 10. 26 130종

해방이후신간도서전시회 1959. 10. 20 ~ 10. 26 독서주간기념도서전시회출품도서목록

귀중도서전시 1961. 10 83종

고서전시(위창) 1962. 10 101종

고서전시 1963. 9 98종

고서전시 1964. 9 97종

고서전시 1965. 9 98종

수택본전시 1971. 4 40종

한국현대시집전시목록 1971. 9. 24

문집 1974. 1(1개월) 40종

천문지리 1974. 3(1개월) 36종

한말교과서 1974. 4(1개월) 52종

읍지 1974. 5(1개월) 37종

불교관계 1974. 6(1개월) 42책

한 판본 1974. 8(1개월) 45책

고활자(명인문집) 1974. 12(1개월) 80종

이전개관기념전시자료목록 : 고활자본, 서첩, 축(軸) 1974. 12. 2~12. 31

얘기책(딱지본) 1975. 4. 1~7. 14(3개월) 489종

대학생교재및대학생을위한교양도서전시목록 1975. 7. 21~9. 20(2개월) 1,106종

한 본관계자료 1975. 10. 1~12. 31(3개월) 195종

교과용도서 1976. 1. 5~3. 31(3개월)

한 고인쇄자료 1976. 5. 29~8. 30(3개월) 410종

고문서 1976. 9. 20~12. 28(3개월)

한국의고지도 1977. 4. 1~6. 20(3개월) 92점

족보 1977. 8. 10~9. 30(2개월) 150점

중국서화 1977. 10. 31~11. 9 2,600책, 그림 90점

고사전 1978. 1. 5~3. 30(3개월) 68종

한국신문 1978. 5. 15~6. 30 32종 50점

금석문탁본(한국관계) 1978. 7. 1~9. 30(3개월)

탁본 1978. 9. 24~10. 31 26종 50점

한국능화무늬 1978. 12. 2~1979. 1. 31(2개월) 50종 80점

3·1운동관계자료 1979. 3. 2~5. 31(3개월) 97종 139책

사마방목(司馬榜目) 1979. 6. 1~8. 31(3개월) 166종 177점

문헌판본(文獻板本) 1979. 9. 1~10.31(2개월)

현대수필집 1979. 12. 1~1980. 1. 31(2개월)

신생안 1980. 3. 2~4. 30(2개월)

한국아동문학도서 1980. 5. 6~7. 31(3개월) 39종 113책

한국의고판화(불화편) 1980. 8. 25~10. 31(2개월) 52종 59점

한국의수결 1980. 12. 1~1981. 2. 28(3개월) 33종

한국고대소설 1981. 4. 13~6. 30 53책

성서 1981. 7. 1~9. 23(3개월) 93책

수필(1979~1981) 1981. 11. 1~1982. 1. 30(3개월) 163책

올림픽자료 1982. 6. 23~8. 22(2개월) 117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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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주 제 기 간 자 료 수 비 고

향토자료 1982. 8. 23~10. 31(2개월) 196책

항일독립운동사자료 1982. 11. 8~1983. 1. 31(3개월) 200책

1983년도국립중앙도서관추천독서자료전시 1983. 2. 7~4. 30(3개월) 277책

피카소삽화전시 1983. 6. 14~6. 30 40점

해외한국관계자료전시 1983. 8. 1~9. 20(2개월) 484책

1983년도추천독서자료전시 1983. 9. 24~11. 20(2개월) 219책

수교 100주년한· , 한·독관계자료전시(문서, 도서, 사진) 1983. 11. 26~1984. 1. 31(2개월) 133종

추천국민독서자료 1985. 9. 24~10. 31 175종 212책

〃 1986. 10. 2~10. 31 133종 151책

한 판본자료전시 1988. 5. 28~8. 31(3개월) 32종 50점

한국근대잡지 80년전 1988. 11. 22~12. 1

한국 시집전시 1989. 4. 3~5. 30(2개월) 26종 50점

한 본한국고대소설전시 1989. 9. 24~12. 20(3개월) 50종 80점

1965년 한·일협정에의한반환문화재전시 1990. 3. 6~4. 30(2개월) 97종 139책, 166종 177점

서지정보자료전시 1990. 9. 24~10. 25(1개월)

한국역대문학상수상작전시(소설부문) 1990. 12. 17~1991. 2. 28(2개월)

도서관계자료전시목록 1991. 4. 12~6. 22(2개월)

임진왜란문헌전 1992.

고금을통하여본우리고전전시회 1992. 10. 19~10. 28

문중자료전시회 1993. 10. 11~10. 23

나를감동시킨이한권의책 1993. 10. 29~11. 7

그림책의세계 1993. 11. 8~11. 20

개인문고기증자료전시회(성호문고, 이미륵문고) 1994. 1. 25~2. 5

베스트셀러 50년전 1994. 4. 12~4. 18

한 본 불경및불서전시회 1994. 5. 24~5. 31

책을 읽는즐거움 1994. 9. 13~9. 24

한국문학수상작 50년전-시·소설부문 1995. 4. 12~4. 22

한국만화의어제와오늘전 1995. 9. 1~9. 20 300여 점

1995 호주 읽기자료전 1995. 10. 5~10. 11 400여 책 주한호주대사관

국립중앙도서관 50년 자료전-개관 50주년기념전시회 1995. 10. 16~10. 30

● 1996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한국문학번역작품과노벨문학상수상작품전 4. 12~4. 18(7) 국립중앙도서관 497책

멕시코여류작가사진전 4. 23~5. 4(12) 주한 멕시코대사관 60여 점

현대미술한·일교류전 5. 17~5. 31(15) 현대미술한일교류전운 회 40여 점

’96 한국의이미지전 7. 23~8. 2(12) 재뉴질랜드한인회 53점

이스라엘도서전 8. 5~8. 16(12)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국립중앙도서관 400여 책

한 문헌자료전 : 한 반포 550년 기념전시 9. 19~9. 26(8) 국립중앙도서관 100여 점

한국근·현대문학희귀자료전 10. 4~10. 11(8) 한국애서가클럽 2,000여 점

지도제작술에서의동·서양의만남 - 포르투갈지도전시회 11. 7~11. 20(14)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주한 포르투갈문화원 5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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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이란문화및민속공예품전시회 2. 18~2. 27(10) 주한 이란대사관 100여 점

예루살렘고대지도전 3. 4~3. 12(9)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이미륵박사탄생 100주년기념전시회 3. 20~3. 25(6)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문헌50여점, 사진 60여점

’98 노벨문학상수상작가‘주제사마라구’전시회 4. 13~4. 30(18) 주한 포르투갈문화원

표준국어대사전전시 12. 20~2000. 2. 29(71) 국립국어연구원

※ 1999년 5~12월까지는본관건물보수·보강공사에따른전시실휴실로인하여전시횟수및일수가전년도에비해감소하 음.

● 1997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한· 만남 200주년기념자료전 2. 20~2. 28(9) 주한 국대사관, 국립중앙도서관 180여 점

한국의고전국역자료모음전 4. 12~4. 18(7) 국립중앙도서관 100여 종 200여 책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자료전 5. 15~5. 24(10) 〃 200여 종

포르투갈과세계의개방화 6. 12~6. 29(18) 주한포르투갈문화원, 포르투갈발견기념회마카오지부 100여 점

한 판고대소설및딱지본 9. 4~9. 14(11) 국립중앙도서관 150여 종

리비아-문명의요람사진전 9. 19~9. 26(8) 주한 리비아대사관 70여 점

고전속의기행문 10. 14~10. 21(8) 국립중앙도서관 36종

1900년 무렵비엔나의사랑과죽음-아르투어슈니츨러 10. 25~11. 5(12)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

서울가톨릭미술가회회원전 11. 7~11. 14(8) 서울가톨릭미술가회 65종

한국섬유산업디자인전 11. 21~11. 28(8) 한국섬유디자인협회

● 1998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스리랑카독립 50주년기념사진전 2. 2~2. 6(5)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40여 점

Book-Painting : 책을 주제로한회화전 2. 7~2. 13(7) 홍익대미술대학서양학과 30여 점

숲의선물, 베틀의선물 : 노르웨이현대장식미술전 2. 17~3. 6(18)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헌정관련자료전 2. 24~2. 28(5) 국립중앙도서관 30종

도서관주간-한국관련외국도서전시회 4. 6~4. 30(25) 〃 106책

이익자료전 5. 9~5. 27(19) 연세대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세상을연책들과명사애장도서특별전 5. 30~6. 5(7) 국립중앙도서관

춘향전특별자료전 6. 10~6. 30(21) 연세대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아랍세계로의기행 7. 6~7. 15(10) 한국·아랍친선협회 100여 점

정부수립 50주년기념정부간행물전시회 8. 3~8. 29(27) 국립중앙도서관

한·중디자인교류전 9. 2~9. 11(10) 한양여자전문대

세계각국언어사전전시회 9. 15~9. 26(12) 국립중앙도서관 65종

책의역사특별전 9. 24~9. 25(2) 국립중앙도서관, 삼성출판박물관

16~17세기 포르투갈 지도에 나타난 한국 문헌 및 자료 전시회 10 1~10. 15(15) 주한 포르투갈문화원 100여 점

문화의달-CD의 세계 10. 19~10. 31(13) 국립중앙도서관 120여 점

한눈으로본미학 11. 30~12. 13(14) 주한 스위스대사관 60점

이순신자료전 12. 16~12.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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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6.25전쟁 50주년문학작품전시 6. 5~6. 20(14) 국립중앙도서관

책과미술의만남 8. 30~9. 5(7) 〃

포르투갈의오늘 11. 7~11. 19(12)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Fashion Image전 11. 27~12. 3(7) 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

Fashion Couture의 美전 12. 4~12. 10(7) 〃

● 2001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6.25 전쟁 50주년문학작품전시 6. 5~6. 20(14) 국립중앙도서관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 3. 19~3. 31(12) 연세대의류학과

함석헌선생도서· 씨·유품전(소장자료기획전) 4. 12~4. 30(18) 함석헌선생기념사업회와공동주관

경희의상전 5. 25~5. 31(6) 경희대대학원의상학과

교과서에서만난시모음전 9. 11~9. 16(6) 국립중앙도서관

튀니지미술작품전 9. 18~9. 22(5) 주한 튀니지대사관

기독교와한 관계고문헌 10. 11~10. 20(10)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울전 11. 15~11. 21(7) 한 동아리연합회와공동주관

이화패션이미지전 11. 27~1.3(7) 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

패션크로스오버전 12. 15~12. 20(6) 숙명여대디자인대학원

● 2002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제34회 문화관광부추천도서전 1. 7~1. 31(25) 국립중앙도서관

페르시아의향기와이슬람의빛 2. 2~2. 8(7)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Daylight 2. 26~3. 3(6) 연세대대학원생활디자인학과

Enjoy Rumania-Art & Traditions 3. 14~3. 20(7)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Libya hoto Exhibition-자연의매력과 광의역사 3. 27~3. 20(4) 주한 리비아대사관

사진으로보는이스라엘의어제와오늘 4. 1~4. 10(10)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브라질속의아시아인들 4. 15~4. 25(11) 주한 브라질대사관

캐나다어린이그림책전시회 5. 1~5. 20(20) 주한 캐나다대사관, 국립중앙도서관

Kyunghee Fashion Art Work 5. 24~5. 30(7) 경희대의상학과

‘현대패션 100년’출판기념전시회 6. 3~6. 5(3) ‘현대패션 100년’편찬위원회

한국문학상수상작품전 6. 11~7. 11(31) 국립중앙도서관

2002 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전 8. 13~8. 31(19) 〃

공간&기억 : 동양 속의서양 9. 4~9. 19(16) 주한 포르투갈문화원

오만으로의초대 9. 25~10. 11(17) 주한 오만대사관

제2회한울전 : 한 다양한표정을가지다 10. 17~10. 27(11) 한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만화의날기념전시회 10. 29~11. 3(6)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2002 문화인물회고전 11. 15~12. 14(30) 국립중앙도서관

베트남현대미술전 12. 6~12. 21(16) 주한 베트남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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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특별전‘서양인이본우리옛모습’ 2. 16~3. 11(22)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전각작품초대전‘동방의빛’ 4. 30~5. 15(14) 국립중앙도서관, 고암전각예술원 공동

패션디자인아이디어종합전 5. 20~5. 22(3) SD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대관

고구려발해천년전 5. 24~6. 1(7) 책을 좋아하는사람들 대관

이탈리아현대회화전‘Sandro Sanna-Exhibition 2004’ 6. 7~6. 27(20)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후원

페루예술의세계 7. 22~8. 12(20) 주한 페루대사관 후원

우리얼고기능성스포츠웨어전 8. 24~8. 28(5) 서울대의류학과 대관

500만 소장자료특별전 9. 15~9. 24(10)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제4회한울전‘한 문화실험실’ 10. 4~10. 16(12) 한울연합회 공동

Czech Press Photo 10. 20~10. 24(5) 주한 체코대사관 후원

제5회한국의류학회패션디자인컨테스트수상작품전 10. 27~10. 29(3) 한국의류학회 대관

Bread and Wine 11. 3~11. 11(8)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후원

아름다운책-북아트의세계 11. 15~11. 27(5)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제3회서울산업디자인전람회 12. 4~12. 11(8) 대한민국디자인진흥협회 대관

이달의읽을만한책 연중 국립중앙도서관 상설

● 2003년

전 시 명 기 간 (일수 ) 주 관 비 고

이스라엘성지사진전‘The Source’ 3. 3~3. 9(7)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후원

아랍을찾아서… 3. 20~3. 28(8) 한국-아랍친선협회 후원

제35회 문화관광부추천도서전 4. 3~4. 18(16)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친일음악의진상 4. 21~4. 30(10) 민족문제연구소 대관

제10회 애서가상수상기념애장본 100선전 5. 24~5. 30(7) 책을 좋아하는사람들 대관

제2회서울산업디자인전람회수상작전시회 6. 3~6. 8(6) 디자인진흥협회 대관

Tomki NěMec-Vaclav Havel-Photograhs 6. 12~6. 18(7) 주한 체코대사관 후원

독일어체험전시회‘Herzliche Gru‥βe’ 8. 8~8. 23(16) 주한 독일문화원 후원

독서의달우수추천도서전시회 9. 1~9. 14(14)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한국-캐나다수교 40주년기념사진자료전시회 9. 18~9. 28(11) 주한 캐나다대사관 후원

제3회한울전‘한 공감’ 10. 9~10. 18(10) 한울연합회 대관

우리책장정과육전소설딱지본 10. 29~11. 22(25)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Traditionalism and Modernism in Rumanian culture 11. 26~12. 3(8)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선정)이 달의읽을만한책(11회) 2. 1~12. 31(235) 국립중앙도서관 상설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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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서관 방문·견학 현황

연 도 월 일 내 용

1945 12. 10 미국 Matarasso 총무과장

12. 23 미국학무과장 E. N. Locked, E. I. Knejevich

1946 4. 30 법제처미국장교 1명, 직원 10명

1967 2. 문홍주문교부장관초도순시

1975 3. 31 일본대학교수단(杉山逸男등) 일행

5. 17 아시아태평양지역문헌정보처리센터쟈끄발스

1981 1. 22 이규호문교부장관초도순시

4. 15 중화민국도서관장등일행 22명

1982 4. 14 프랑스국립도서관알랭구르동(Alain Gourdon) 관장

1984 4. 12 네덜란드국제서지정보사 J.A. Traksel 부사장

5. 23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세란고르주립도서관 Mustafa 관장

8. 14 일본 아사이신문(朝日新聞) 구와하라가즈기(桑原克貴) 독서편집장

9.  3 일본도서관정보대학후지노유끼오(藤野由紀夫) 교수 일행

10. 12 일본출판학회(淸水英夫) 회장 등 19명

1985 1. 24 새마을지도자일행 45명

2. 1 주일 국문화원 Hepworth Gillian

5. 24 호주국립도서관王吾省아시아문제연구과장등 14명

4. 30 스웨덴스톡홀름동아시아박물관나카무라마모루(中村衛)

1988 5. 16 미국 남가주대찰스리차드슨(Charles Richardson) 부총장

5. 31 일본 九州大學모리타요시오(森田芳夫) 일행

6. 13 주일 국문화원 Shipsey 도서관장

8. 17 미국의회도서관 James A. Lindley

9.  7 프랑스대사관로랑드레퓌스(Laurent Dreyfus) 문정관보

9. 30 중국예술가최옥주 장혜연, 모스크바크레믈린도서관올라센고왈렌찐

10. 11 일본 문부성일본학술정보센터교수일행

11.  5 태국 치앙마이대학도서관학과 Rungvisai 교수 일행

1990 6. 12 하버드대학교옌칭도서관백린교수

11.  6 일본학술정보센터이노세히로시(猪瀨博) 소장

11. 20 일본국립국회도서관오카무라지가코(岡村志嘉子)

1991 3. 27 (주)선경 신입사원 64명

4. 이어령문화부장관

4. 10 상명여자대학교 1학년 40명

4. 17 상명여자대학교 1학년 70명

7. 12 미국 남가주대학교한국전통문화도서관이정현관장

8. 9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사서연수회참석자 80명

11.  6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학도서관지제근교수등 4명

11. 13 한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21명

11. 20 일본국립국회도서관사서

1992 1. 24 이수정문화부장관

3. 10 주한체코대사대리

3. 10 주한몽고한국대사

3. 30 상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5명

4.  6 상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20명

4.  7 상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5명

4. 16 개포고등학교외 20개 학교도서실운 위원및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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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월 일 내 용

1992 5. 14 OCLC 아시아태평양지역 Andrew H.Wang 기술 담당관

5. 27 Carpenter Davies협회 줄리카펜터(Julie Carpenter) 국제도서관정보개발담당

6. 12 톰슨출판사 Robert Cullen 업부장등 3명

6. 29 대만행정원신문국종합계획처이용교비서

8.  6 일본 駒澤대학도서관아베히로노리(阿部博則) 등

8. 17 UTLAS 직원 J. Cain, J. Heathcote

10. 26 박계홍한국도서관협회장, 정필모등

11.  3 김수남색동회장

11. 10 서한샘서울시교육위원

11. 11 중앙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등 7명

11. 13
최은주경기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성균관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11. 17 김정 숭의여전교수

11. 18 수원시립중앙도서관사서 2명

11. 27 한국국제협력단연수생 10명

12.  1 이상헌한국심리교육협회장

12.  7 국민일보사상무등 3명

12.  8 조정화고서전문위원

12. 10 효성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생 40명

12. 17 일본 에도사끼죠의회의원 28명

12. 17 일본 에도사끼죠의회의원 28명

1993 1. 12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Govert Bijl de Vroe 등 2명

2. 15 주한 프랑스대사관 Frederik Meier 등 3명

3.  5 UTLAS ISM 부사장, 아시아지역부사장 2명

3.  8
일본학술정보센터김용원

러셀러더포드, 토니 코드등 3명

3. 14 김승환강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3. 17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

3. 21 장옥란, 김정욱진해육군대학도서관

3. 24 박태권문화체육부차관

3. 26 아담매튜출판사윌리엄피덕

3. 30 상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4.  2 한국무역협회정보자료과직원 2명

4.  6 백성규유신설계공단기술정보실

4.  7 이용남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4.  9 명지대학교교수등 3명

4. 14
하건 럭키금성사상무이사

김태익동아일보사조사부기자

4. 16 이중한서울신문논설위원등 5명

5. 11 납본 관계인사 10명

5. 19 캘리포니아대도서관장

5. 19 미국 의회도서관장 James H. Billington 관장

5. 22 어린이책잔치행사참가자 250명

5. 25 사우스캘리포니아대 Peter Lyman 도서관장

6.  3
일본학술정보센터 정상여교수등 2명

일본학술정보센터이노우에히토시(井上如) 교수, 中央大學이마마도코(今まど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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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8.  7 뮌헨대 Karl Kindermann 교수

9.  7 하버드옌칭도서관 Eugene W.Wu 관장등 2명

9. 21 중국 대외문화교류협회장등 7명

10.  8 니시나가야마중학교宮本淳교사

10. 26 홋가이도대학도서관편목계장(山口國雄)

11.  1 서강대학교교양학부생 25명

11.  6 전북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28명

11.  8 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8명

11.  9 숙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11. 19 공공도서관협의회소속사서직원 32명

11. 22 충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0명

12.  7 중국 문련부비서장 3명

12.  9 효성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생 30명

1994
1. 21

신동익율곡교원연수원

파주군청공공도서관직원등 5명

2.  1 부산직할시남구청직원등 3명

3. 22 전남대학교도서관직원 2명

4. 15 포항제철(주) 정보자료센터담당과장등 4명

4. 16 연변대학교한철도서관장, 정치혁부관장

4. 28 경상북도립상주공공도서관사서 3명

8.  4 북경대학교도서관林被旬관장등 4명

1995 1. 26 주돈식문화체육부장관연두순시

4.  7 이란국립도서관 Mohammad Motallehi 부관장등 2명

4. 19 상해도서관盧調文시청각자료실장

12.  5 법원도서관장등 12명

1996 1. 15 김 수 문화체육부장관

6. 18 태국 국·공립도서관사서 20명

9. 20 중국도서관학회唐紹明부회장

12.  9 일본학술정보센터이노우에히토시(井上如) 교수, 中央大學이마마도코(今まど子) 교수

1997 3. 20 일본도서관무스비메노회원 27명

5. 15 캘리포니아대학동아시아도서관장

5. 21 상해도서관직원 5명

9. 23
삼육재활원, 한국구화학교 40명

남가주대제리캠벨(Jerry D. Cambell) 도서관장

10.  1 엘살바도르 Roberto Galicia 국립문예진흥원장

10. 17 베트남의회도서관 Dao van Thach 입법자료담당관등 2명

10. 21 일본 북륙지구현립도서관장회가또기요시(加藤淳) 등 5명

10. 28 미국의회도서관 Helen Poe 아시아자료국장등 2명

1998 2. 18 Stephen Brown 주한 국대사

3. 10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연속간행물부잡지과아미노요시미(網野美美)

3. 18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문헌정보부기미히코사이토경 관리과장등 2명

3. 19 한·일·동남아지역 James M. Macleo 자료수집부장등 2명

5. 12 짐바브웨국립대학경제학강사(Benson Zwizwani)

5. 30 김대중대통령, 신낙균문화관광부장관등

6. 12 독일 쿠텐베르크박물관 Eva-Maria Hanebutt-Benz 관장

7. 23 중국 외교부외교학원宮小明교수

9. 11 일본 규슈대학교마쓰하라다카토시(松原孝俊) 교수 등 2명

creo




│부록│II. 통계및업무관련자료

552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연 도 월 일 내 용

1998 9. 22 일본도서관협회구리하라히토시(要原均) 이사장등 3명

9. 23 국제도서관연맹(IFLA) Leo Voogt 사무총장등 4명

9. 29 중국상해도서관근대문헌부펑진녠(馮金年) 부주임등 3명

12. 11 이란 국제대학 Hossein Nogrehkar 총장

12. 24 주한 이란대사관 Mohsen Talaei 대사 등 2명

1999 3. 17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와마오와코(岩間大和子) 의회법령과장등

3. 20 중국상해도서관부관장

4.  9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크리스틴데샹(Christine Deschamps) 회장

4. 12 세화여자고등학교등 3개고등학교 107명

4. 18 사립문고운 자등 50명

5. 12 이란 외무부 Sadegh Kharazi 차관 등 5명

6.  2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낸시 R. 존(Nancy R. John) 부회장

6. 23 일본도서관협회사카가와레이코(酒川玲子) 사무국장등 2명

7.  6 필리핀농림부 Eduardo Ao Santes 연구원

7. 13 윤충남하버드옌칭도서관한국과과장

7. 15 주한 이란대사 Mohsen Talaei 등 2명

9. 15 중국국가도서관순베이신관장등 2명

10. 6 일본 주재미국공보원 Michael Huff 정보자료관

10. 8 상해도서관 MA Yuanling 관장 등 5명

10. 13 연변대학韓哲도서관장

11. 19 몽골의회도서관얀진쯔렌등 3명

11. 22 독일국립정보기술연구센터디지털도서관 Thomas Baker 프로젝트매니저

2000 2.  1 일본국립국문학연구자료관松野陽一관장

3. 13 일본 스루가다이대학문헌정보학과히로세요시히로(廣瀨順皓) 교수

3. 24 일본 규슈대학교세토아리카도서관장등 3명

5.  1 국국립도서관문헌공급센터아시아담당 Mick Osborne 2명

5. 27 서일본도서관학회福永義臣사무총장등 4명

6.  1 싱가포르국립도서관 N.G. Kang 등 2명

6.  9 와세다대학교대학원생가와하라겐따로등 10명

6. 10 하남정보산업고, 광동중학교도서부원 28명

6. 12 2000년도제1기 문화학교수강생 60명

6. 19 김해칠암도서관자원봉사자회 32명

6. 24 송곡고등학교도서부 17명

6. 26 국방대학교도서관직원 2명

7. 12 안양중학교 97명

7. 15 도봉도서관중학생독서회 11명

7. 19 문고종사과정연수생 94명

7. 24 초등학생및일반인 14명

7. 28 사서교사과정연수생 46명

8. 9 일본 도서관정보대학미쯔타카테라다

8. 29 동경대농업기술대학도서관오카야유타카사서

9. 18 일본국립국회도서관전문자료부스즈키나오코부장등 3명

9. 26 중국도서관협회류길란비서장등 3명

9. 28 중국도서관학회왕계류등 7명

9. 29 일본국립국회도서관해외정보과한반도담당시라이쿄

10. 24 일본 山여학원대학문화정보학부교수등 4명

12. 22 중국 상해도서관류길홍등 2명

12. 27 UN 다나로이트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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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13 태국 Mahasarakham대학 Sujin 등 19명

3. 12 주한 프랑스문화원 Ander Jover 원장 등 4명

3. 13 일본 규슈대학니시무라리에등 2명

3. 14 일본국립국회도서관 4명

3. 20 홍종철애틀란타한인회기획실장

4.  1 중국사회과학원文獻信息中心 11명

6.  4 靑林大學및일본애서가협회 11명

6. 19 김한길문화관광부장관일행

6. 21 하와이대학교도서관전경미

6. 30 노르웨이국립도서관 Rugaas Bendik 관장 등 3명

7. 27 주한 오만대사관 Samar Ahaned Al-Zadjali

8. 30 일본미야기교육대학교문부사무관

9. 11 일본 와세다대학교도서관장등 3명

9. 18 일본 규슈대학야스요이와스타교수등 2명

10. 17
주한 루마니아 Viorel Isticioaia 대사 등 2명

최윤환워싱턴대학동아시아도서관한국학사서

10. 20 중국상해도서관오건중부관장

10. 31
중국 북경시숭문구도서관부국장등 3명

김정심호주모나쉬대학도서관한국학사서

11.  5
OCLC 아태지역이사등 2명

중국국가도서관陳力부관장등 3명

11.  8 주한 프랑스대사관출판담당자등 3명

12.  7 중국 상해도서관이용자봉사센터 Shen Yi 등 2명

2002 1. 15 주한 이란대사관모하마드베이키부대사등 6명

1. 16 주한 이집트대사관아말헬미대사등 2명

1. 22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우지마노르대사등 3명

2. 15 이란문화협력국장마지트자메이등 5명

2. 21 일본국립국회도서관조사및입법고시春山明哲차장등 2명

3. 12 싱가포르국가도서관관리국 Christopher Chia 총재 등 2명

4. 16 강미경미국 UCLA 한국자료담당

4. 24 일본 와세다대학교도서관三浦育子종합열람과장

5.  6 중국 하얼빈시립도서관呂玉芝관장등 4명

5. 10 몽골도서관업무담당공무원 IT 전문가 2명

5. 15 장재용캐나다토론토대학교동아시아도서관한국학사서

5. 17 김수남주한미국대사관공보과자료정보센터도서관장등 6명

5. 27 중국사회과학원문헌정보센터도서관黃長箸관장등 2명

6. 25 주한 오만대사관 H.E.Mr.Moosa Hamdan Al Taee 대사 등 2명

7. 22 일본 국제교류기금관서국제센터연수사업과소속西浦賢一등 4명

9.  9 일본국립국회도서관주제정보부西來路秀彦부부장등 3명

9. 10 일본 도서관협회 Satoru Takeuchi 이사장등 2명

9. 25 파리 시립아시아박물관 Nathalie Fremaux 도서담당

11.  8 중국 상해도서관외국도서수서정리부紀陸l恩 부부장등 2명

12. 14 중국과학원문헌정보중심 Xu YinChi 소장 등 4명

12. 16 일본국립국회도서관鈴木尙子주제정보부장등 3명

2003 1.  6 사서 연수교사 50명

1.  9 중랑구립정보도서관독서교실학생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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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18 규슈국제대학교 Yoshiomi Fukenuga 교수 등 3명

3. 11 주한 콜롬비아 사

3. 12 일본 농림수산성 Saitou Takao 도서관장등 2명

4. 12 구정중학교생 45명

4. 19 봉원중학교도서부원 15명

4. 29 전 이스라엘외교부 Dan Kyram 문화차관보

5. 1 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55명

5.  3 세화여자중학교도서부원 18명

5.  7 상명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5명

5. 10 덕성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18명

5. 15 서울국제대학원생 12명

5. 16 동작중학교도서반 21명, 동덕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5. 17 군포고등학교도서반 27명

5. 20 몽골국회도서관 Purevdorj Yuya 입법정보연구원등 2명

5. 24 시흥 송운중학교도서부원 10명

5. 26 신동초등학교생 40명

5. 27 사서연수생 40명

5. 30 대림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5명

6.  7 경기 신흥중도서반 20명

6. 13 서울 구로고등학교도서반원 18명

6. 14 서울 중앙고등학교도서부원 22명

6. 21 언남중학교도서반원 10명

6. 23 서초구신동초등학교생 38명

6. 28 부천정명고등학교문헌정보반원 22명

7.  5 중동중학교문헌정보반 23명

7. 28 사서교사과정연수생 40명

8. 11 서울 시내초등학생 10명

8. 18 순성중학교도서부원 22명

8. 19 경기도일동중학교생 15명

9. 19 서울 신방학중학교생 10명

9. 23 중국국가도서관학회 Tang Gengsheng 비서장등 3명

9. 24 사서교육원생 40명

9. 27 경기도화수고등학교생 23명

10. 2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H.E.Valeriu Arteni 대사 등 2명

10. 6 김해 칠암도서관자원봉사자회 40명

10. 18 용마중학교도서반원 20명

10. 20 상해도서관역사문화센터 Feng Jinniu 부장 등 4명

10. 29 IFLA Ross Shimmon 사무총장등 3명

10. 30 부산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3명

10. 31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26명

11.  5 전북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15명

11.  7 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0명

11. 10 대진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9명

11. 18 신라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11. 20 한국한의학연구원직원 3명

11. 22 덕성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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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월 일 내 용

2003 11. 25 중국국가도서관 Chen Li 부관장등 5명

11. 29 성안중학교도서부원 39명

12.  2 건국대학교언어교육원 45명

12. 16 점촌중학교도서부원 25명

12. 18 주여자중학교도서부원 20명

12. 22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학과생 35명

12. 26 중국상해도서관정보조사부 Song Hong 사서등 2명

12. 30 구미신평중학교자원봉사자 15명

12. 31 천안 백석중학교도서부원 20명

2004 1. 12 서울 초등학교생및일반인 35명

1. 13 중국과학기술정보센터 Huilin Wang 교수 등 4명

1. 26 사회복지법인원주신애원생 33명

2.  6 중원문화정보센터직원 3명

2. 23 국방대학교도서관직원 2명

3.  2
일본국립국회도서관관서관아미노요시미(網野美美) 아시아정보과장

국쉐필드대학교도서관 Gill Goddard 동아시아담당사서

3.  8 사서교육원생 40명

3. 10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11명

3. 24 일본문부과학성생애학습정책국淸浦降실장등 3명

3. 30 사서교육원생 63명

4.  6 사서교육원생 30명, 예비사서실무수습생 12명

4.  7 중국국가도서관 Chen Li 부관장등 5명

4.  9 창동중학교도서부원 27명

4. 17 상명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100명

4. 19 경희대학교대학원생 13명

4. 30 중부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50명

5.  3 경기대학교예비사서실무수습생 12명

5.  8 부일여자중학교도서부원 37명

5. 10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생 50명

5. 13 키예프국립대학 Pidvoynyy Volodymyr M. 동양어대학장

5. 15 덕성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15명

5. 19 러시아국립도서관 Meri E. Trifonenko 동양센터장등 2명

5. 22 수원여자중학교도서부 38명, 천안여자중학교 24명

5. 25 중국사회과학원문헌중심王亞田부관장등 5명

5. 28 대림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5. 29 서운여자중학교생 36명, 장승중학교생 37명

6.  3 인제도서관주부회원 60명

6.  4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40명

6. 12 낙생고등학교도서부원 15명

6. 19 수원북중학교생 22명, 마석중학교생 22명

6. 21 서울여자대학교예비사서 24명

6. 22 아프카니스탄카불대학교 Mohammad Akbar Popal 총장

6. 26 중앙대부속중학교도서반원 31명

7.  7 사서교육생 40명

7.  8 미국유타계보(족보)협회 Melvin P. Thatcher 아시아지역수집책임자

7. 10 장안중학교도서부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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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월 일 내 용

2004 7. 20 말레이시아체육·청소년담당관 Nor Azah Binti Ahmad Dahalan 등 3명

7. 26 서울초등학생및일반 23명

8.  2
사서교육생교사 40명

신성고등학교도서부원 36명

8.  9 서울근교초등학생 23명

8. 11
스페인대사관 Cesar Espada 문화담당서기관

인제대학교직원 14명

8. 19 효명중학교도서부원 25명

9.  6 독일구텐베르크박물관 Elmar Miter 관장

9.  9 황미란중국연변대학교도서관직원

9. 11 홍대부속중학교도서부원 22명

9. 22 일본미에현현립도서관오시오유지계장등 4명

9. 25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도서부원 35명

10.  6 경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0명

10.  7
전주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90명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2명

10.  8 경기백양중학교도서부원 13명

10.  9 구리토평고등학교생 28명

10. 15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직원이즈미사쿠미코

10. 16 서울 하계중학교생 35명

10. 18 한성대학교도서관직원 4명

10. 22 일본문부과학성생애학습정책국사이토아키히코실장등 4명

10. 26 광희중학교도서부원 35명

10. 30 상명대학교사회과학부생 50명

11.  8 대진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41명

11. 11 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생 32명

11. 12 새마을금고직원및자원봉사자 25명

11. 13 금곡고등학교도서부원 26명

11. 18 신라대학교도서부원 40명

11. 20 독수리기독중학교도서부원 30명

11. 24 규슈대학도서관미나미토시로(南俊明) 등 2명

12.  9 권선고등학교도서부원 20명

12. 13 필리핀 Fuentes Victoria 등 13명

12. 15
서울 근교초등학교 15명

상해도서관 Ge Jing 연구원등 2명

12. 16 일본국립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Mihoko Okamura 행정법무연구관등 2명

12. 17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학과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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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발간 내역

발간연도 수록 연도 수 록 종 수 부 수 비 고

1964 1945~1962 20,966 (일반 17,347, 정기 315, 학위 3,304) 800 이후양장본

1965 1963~1964 5,058 (일반 4,511, 잡지 395, 신문 152) 800

1966 1965 3,009 (정부 572, 일반 1,995, 잡지 247, 신문 195) 800

1967 1966 2,928 (정부 473, 일반 1,996, 잡지 268, 신문 221) 800

1968 1967 2,936 (정부 626, 일반 1,783, 잡지 311, 신문 216) 800

1969 1968 3,130 (정부 718, 일반 1,854, 잡지 332, 신문 226) 800

1970 1969 3,373 (정부 944, 일반 1,705, 학위 31, 잡지 463, 신문 230) 800

1971 1970 4,139 (정부 747, 일반 2,574, 잡지 534, 신문 284) 800

1972 1971 4,025 (정부 1,011, 일반 2,158, 잡지 545, 신문 311) 800

1973 1972 3,965 (정부 704, 일반 2,513, 잡지 432, 신문 316) 1,000

1974 1973 6,252 (정부 950, 일반 4,554, 잡지 485, 신문 263) 1,000

1975 1974 5,920 (정부 503, 일반 4,135, 잡지 496, 신문 290) 1,000

1976 1975 9,325 (정부 926, 일반 7,578, 잡지 536, 신문 285) 1,000 이후반양장본

1977 1976 10,574 (정부 619, 일반 9,067, 잡지 589, 신문 299) 1,000

1978 1977 9,212 (정부 796, 일반 4,524, 학위 2,849, 아동 135, 잡지 533, 신문 355) 1,000

1979 1978 9,904 (정부 683, 일반 5,452, 학위 2,768, 아동 45, 축차 956) 1,000

1980 1979 10,337 (정부 709, 일반 4,960, 학위 2,597, 아동 1,181, 축차 890) 1,000

1981 1980 10,266 (정부 513, 일반 4,535, 학위 4,218, 아동 224, 축차 776) 1,000

1982 1981 11,761 (정부 714, 일반 4,525, 학위 5,239, 아동 190, 특수 267, 축차 826) 1,000

1983 1982 15,553 (정부 749, 일반 7,191, 학위 6,293, 아동 414, 특수 96, 축차 810) 1,000

1984 1983 17,591 (정부 691, 일반 8,118, 학위 7,085, 아동 510, 특수 203, 축차 984) 1,000

1985 1984 20,537 (정부 1,095, 일반 9,155, 학위 7,302, 아동 1,848, 특수 69, 축차 1,068) 1,000

1986 1985 29,226 (정부 1,154, 일반 8,459, 학위 16,030, 아동 1,608, 특수 368, 축차 1,607) 1,000

1987 1986 35,374 (정부 1,376, 일반 9,663, 학위 19,134, 아동 1,531, 특수 446, 학습 584, 축차 2,640) 1,000

1988 1987
43,029 (정부 1,693, 일반 11,670, 비도서 344, 학습 1,545, 아동 1,405

1,000
특수자료는후에

연속 2,712, 학위 23,660) 비도서자료로바뀜

1989 1988
31,596 (정부 1,656, 일반 7,817, 비도서 1,035, 학습 747, 교과서 746, 아동 1,048,

1,000
연속 5,533, 학위 13,014)

1990 1989
30,523 (정부 1,511, 일반 13,242, 고서 155, 아동 1,826, 교과서 281, 학습 1,677,

1,000 이후마스터인쇄
비도서 5,198, 연속 6,633)

1991 1990
28,041 (정부 2,069, 일반 13,427, 고서 39, 아동 1,307, 교과서 371, 학습 1,391,

1,200
비도서 2,451, 연속 6,986)

1992 1991
30,695 (정부 1,943, 일반 15,514, 고서 93, 아동 2,165, 교과서 277, 

1,200
학습 1,261, 비도서 2,993, 연속 6,449)

1993 1992
29,495 (정부 1,230, 일반 15,483, 고서 25, 점자 24, 아동 2,321,

1,200
교과서 595, 학습 15,301, 비도서 2,191, 연속 6,096)

1994 1993
35,273 (정부 2,071, 일반 18,052, 고서 132, 점자 47, 아동 3,560,

1,200
교과서 801, 학습 1,671, 비도서 2,130, 연속 6,809)

1995 1994
41,632 (정부 1,726, 일반 20,490, 고서 108, 점자 52, 아동 4,517,

1,200
교과서 398, 학습 3,099, 비도서 2,600, 연속 8,558)

1996 1995
45,928 (정부 2,317, 일반 24,158, 고서 133, 아동 3,185, 교과서 506, 

1,200
학습 3,274, 비도서 4,271, 연속 7,998)

1997 1996
43,040 (정부 2,060, 일반 21,619, 고서 32, 점자 7, 아동 2,006,

1,200
교과서 612, 학습 2,098, 비도서 2,702, 연속 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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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연도 수록 연도 수 록 종 수 부 수 비 고

1998 1997
46,980 (정부 2,470, 일반 24,494, 고서 103, 점자 30, 아동 5,378,

1,200
교과서 1,087, 학습 1,191, 비도서 2,463, 연속 9,675)

1999 1998
64,766 (정부 4,708, 일반 33,991, 고서 20, 점자 47, 아동 4,817, 

1,200
교과서 1,185, 학습 1,686, 비도서 1,928, 연속 16,384)

2000 1999
54,120 (정부 3,891, 일반 33,537, 고서 87, 점자 11, 아동 2,697, 

1,200
교과서 2,021, 학습 502, 비도서 1,305, 연속 10,069)

2001 2000
54,113 (정부 3,470, 일반 30,349, 고서 65, 아동 5,045, 교과서 903, 

1,200
학습 2,318, 비도서 2,071, 연속 9,892)

2002 2001
59,000 (정부 5,625, 일반 31,182, 고서 95, 점자 4, 아동 3,886, 

1,200
교과서 744, 학습 3,413, 비도서 3,164, 연속 10,887)

2003 2002
59,681 (정부 5,276, 일반 29,330, 고서 92, 점자 20, 아동 5,371, 

1,200
교과서 925, 학습 4,538, 비도서 3,082, 연속 11,047)

2004 2003
68,646 (정부 5,370, 일반 31,530, 고서 93, 점자 7, 아동 7,681, 

1,200 CD-ROM으로발간
교과서 936, 학습 1,420, 비도서 6,209, 연속 15,400)

2005 2004 1,830,000 (KOLIS 1,804,000, KOLIS-NET 12,000, KERIS 14,000) 2,000
‘대한민국국가서지’로

명칭변경, DVD로 발간

발간 연도 가입 도서관수 수집 연도 수 록 종 수 (서양서, 동양서) 부 수 비 고

1971 46 1970 16,518 (서양서 14,729, 동양서 1,789) 900 AACR1(서양서), KCR2(동양서)

1972 47 1971 19,194 (서양서 16,114, 동양서 3,080) 800 〃

1973 47 1972 25,153 (서양서 19,172, 동양서 5,981) 800 〃

1974 49 1973 27,827 (서양서 23,643, 동양서 4,184) 700 〃

1975 59 1974 24,285 (서양서 22,593, 동양서 1,692) 300 〃

1976 60 1975 24,085 (서양서 19,875, 동양서 4,210) 300 〃

1977 76 1976 27,278 (서양서 24,822, 동양서 2,456) 500 〃

1978 86 1977 22,003 (서양서 17,892, 동양서 4,111) 500 〃

1979 87 1978 23,065 (서양서 19,803, 동양서 3,262) 300 〃

1980 88 1979 25,430 (서양서 24,889, 동양서 541) 300 〃

1981 89 1980 28,604 (서양서 24,890, 동양서 3,714) 300 〃

1982 90 1981 33,640 (서양서 29,870, 동양서 3,770) 300 〃

1983 91 1982 34,468 (서양서 31,558, 동양서 2,910) 300 〃

1984 91 1983 32,650 (서양서 28,850, 동양서 3,800) 300 〃

1985 115 1984 28,300 (서양서 23,000, 동양서 5,300) 300 〃

1986 116 1985 29,800 (서양서 24,600, 동양서 5,200) 300 〃

1987 116 1986 31,900 (서양서 23,900, 동양서 8,000) 300 〃

1988 116 1987 20,400 (서양서 15,300, 동양서 5,100) 300 〃

1989 123 1988 13,987 (서양서 10,376, 동양서 3,611) 300 AACR2(서양서), KCR3(동양서)

1990 124 1989 11,340 (서양서 8,840, 동양서 2,500) 300 〃

1991 124 1990 19,404 (서양서 15,292, 동양서 4,112) 500 AACR2(서양서), KORMARC(동양서)

1992 124 1991 15,529 (서양서 11,875, 동양서 3,654) 500 〃

1993 124 1992 13,853 (서양서 10,923, 동양서 2,930) 500 〃

1994 124 1993 12,333 (서양서 10,259, 동양서 2,074) 500 〃

1995 134 1994 24,497 (서양서 17,999, 동양서 6,498) 500 〃

1996 134 1995 22,950 (서양서 19,031, 동양서 3,919) 500 〃

2. 외국도서종합목록 발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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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수 주 제 수록 연도 수록 종수 발간 연도 부 수 비 고

1집 법률학 1945~1972 16,157 1973 500 ‘도서관’통권 28권 5호의별책부록

2집 경제학 1945~1973 22,325 1974 500 ‘도서관’통권 29권 5호의별책부록

3집 경 학 1945~1974 23,622 1975 500 ‘도서관’통권 30권 5호의별책부록

4집 역사학 1945~1975 16,874 1976 500 ‘도서관’통권 31권 5호의별책부록

5집 중화학·공학 1945~1976 23,132 1977 500 ‘도서관’통권 32권 5호의별책부록

6집 정치학 1945~1977 14,249 1978 500 ‘도서관’통권 33권 5호의별책부록

7집 행정학 1945~1978 9,400 1979 500 ‘도서관’통권 34권 5호의별책부록

8집 외교학 1945~1979 6,850 1980 500 ‘도서관’통권 35권 5호의별책부록

9집 국방·군사학 1945~1980 6,890 1981 500 ‘도서관’의별책부록에서독립

10집 철학 1945~1981 5,537 1982 500

11집 국어·국문학 1945~1982 9,649 1983 500

12집 도서관학 1945~1983 6,500 1984 500

13집 사회학 1945~1984 12,500 1985 500

14집 미술 1945~1985 10,100 1986 600

15집 체육학 1945~1986 10,365 1987 600

16집 음악 1945~1987 8,544 1988 600

17집 풍속·민속학 1945~1988 10,530 1989 600

18집 가사·가정학 1945~1989 10,700 1990 600

19집 연극· 화 1945~1990 4,238 1991 600

20집 심리학 1945~1991 4,458 1992 600

21집 통계학 1945~1992 3,275 1993 600

22집 어· 문학 1945~1993 10,394 1994 600

23집 컴퓨터공학 1945~1994 16,844 1995 600

24집 국문학 1945~1995 29,722 1996 600

25집 문화재 1945~1996 12,717 1997 1,000

26집 미술(보유판) 1945~1997 18,569 1998 1,000

27집 사회복지 1945~1998 9,000 1999 1,000

3. 학술논저총합색인 발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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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서목록 발간 내역

서 명 발 간 연 도 권 수 수 록 내 용

장서분류목록(전 5권) 1961~1963 1~5권 1945년 이전수집일서

고서목록(전 5권)
1970~1971 1~2권 1945년 이후수집한국고서

1972, 1973, 1980 3~5권 1945년 이전수집한국고서

1945년 이전수집중국·일본고서

1976 1권 철학·종교·교육·사회·법률·정치·경제·통계

외국고서목록(전 4권) 1977 2권 어학·문학

1978 3권 역사·지리·어학·의학

1979 4권 공학·쟁사·산업·예술·전서·장서

장서분류목록(전 2권)
1973 1권 1945년 이전수집서양서

1974 2권 1945~1973년 수집서양서

1945~1983년 수집동양서

1982 1권 총류·철학·종교

1983 2권 역사·지리·어학·문학

1984 3권 미술·연예·사회·교육

장서목록(전 10권)
1985 4권 정치·법률·경제·국방

1986 5권 이학·의학·약학

1987 6권 공학·공업

1988 7권 산업·교통

1989 8권 보유판

1990 9권 색인편 I(ㄱ~ㅂ)

1991 10권 색인편 II(ㅅ~ㅎ)

5. 도서관 / 도서관계 발간 내역

● 도서관 발간 내역

발간 연도 발간 회수 발간 부수(연간 부수) 비 고

1946.  3~1946. 12 월간 관보(No.1~10)

1947.  1~1950.  3 월간 문원(No.11~49)

1950.  7~1953.  3 중단 기간

1953. 10~1955. 12 월간 문원(No.50~54)

1958.  7~1963. 12 월간 국립도서관보(No.55~100)

1964~1965 중단기간

1966 12회 500(6,000) 도서관(No.101~112)

1967 10회 520(5,200) 〃 (No.113~122)

1968 8회 700(5,600) 〃 (No.123~130)

1969 10회 700(7,000) 〃 (No.131~140)

1970 11회 1,100(11,800) 〃 (No.141~151)

1971 12회 1,200(14,400) 〃 (No.152~163)

1972 12회 1,000(12,000) 〃 (No.164~175)

1973 10회 500(5,000) 〃 (No.176~185)

1974 10회 500(5,000) 〃 (No.1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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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연도 발간 횟수 발간 부수(연간 부수) 비 고

1975 10회 500(5,000) 도서관(No.196~205)

1976 10회 500(5,000) 〃 (No.206~215)

1977 10회 500(5,000) 〃 (No.216~225)

1978 9회 700(6,300) 〃 (No.226~234)

1979 9회 700(6,300) 〃 (No.235~243)

1980 8회 700(5,600) 〃 (No.244~251)

1981 6회 700(4,200) 〃 (No.252~257) * 1981년부터격월간으로발행

1982 6회 800(4,800) 〃 (No.258~263)

1983 6회 800(4,800) 〃 (No.264~269)

1984 6회 800(4,800) 〃 (No.270~275)

1985 6회 1,000(6,000) 〃 (No.276~281)

1986 6회 1,000(6,000) 〃 (No.282~287)

1987 6회 1,000(6,000) 〃 (No.288~293)

1988 6회 1,000(6,000) 〃 (No.294~299)

1989 6회 1,000(6,000) 〃 (No.300~305)

1990 6회 1,000(6,000) 〃 (No.306~312)

1991 6회 1,000(6,000) 〃 (No.313~318) * 1991년 1월부터소식지로서‘도서관계’를별책 부록으로발간하기시작

1992 6회 1,000(6,000) 〃 (No.319~325)

1993 6회 1,000(6,000) 〃 (No.326~331)

1994 4회 1,000(4,000) 〃 (No.332~335) * 1994년부터계간발행

1995 4회 1,000(4,000) 〃 (No.336~339)

1996 4회 1,000(4,000) 〃 (No.340~343)

1997 4회 1,000(4,000) 〃 (No.344~347)

1998 4회 1,000(4,000) 〃 (No.348~351) * 1998년부터홈페이지에서원문제공

1999 4회 1,000(4,000) 〃 (No.352~355)

2000 4회 1,000(4,000) 〃 (No.356~359)

2001 4회 1,000(4,000) 〃 (No.360~363)

2002 4회 1,000(4,000) 〃 (No.364~367)

2003 4회 1,000(4,000) 〃 (No.368~371)

2004 4회 1,000(4,000) 〃 (No.372~375)

출판 연도 발간 횟수 발행 부수(연간 부수) 비 고

1991~1993 ‘도서관’별책부록으로발간

1994 10회 1994년부터독립하여발간

1995 10회 1,500(15,000)

1996 10회 1,500(15,000)

1997 10회 1,500(15,000)

1998 10회 1,500(15,000)

1999 10회 1,500(15,000)

2000 10회 1,500(15,000)

2001 10회 1,500(15,000)

2002 10회 1,500(15,000)

2003 10회 1,500(15,000)

2004 10회 1,500(15,000)

● 도서관계 발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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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비 고

강창석 국립중앙도서관기획연수부장 위원장

강기홍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과장 부위원장

곽동철 청주대문헌정보학과교수 외부위원

김휘출 한양대의학학술정보관팀장 〃

윤인현 대진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기획부장 〃

임윤철 정독도서관자료봉사과장 〃

조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국가지식정보센터소장 〃

신인용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장 관내위원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팀장 〃

신현태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장 〃

성정희 국립중앙도서관작은도서관진흥팀사서사무관 〃

이귀원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고전운 실장 〃

이　선 문화관광부문화정책과사서사무관 〃

■간행물편찬위원회

성 명 소 속 비 고

천혜봉 전성균관대문헌정보학과명예교수 위원장

정형우 전연세대문헌정보학과명예교수 부위원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위원

류탁일 전부산대국어교육학과명예교수 〃

배현숙 계명문화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심우준 전중앙대문헌정보학과명예교수 ″
이정섭 문화재연구소문화재전문위원 〃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

이동환 전고려대학교한문학과명예교수 〃

이희재 숙명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

■고서위원회

성 명 소 속 비 고

남 준 중앙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장

곽동철 청주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

심원식 성균관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차미경 이화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최재황 경북대문헌정보학과교수 〃

김남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사 〃

방준필 고려대과학도서관과학정보관리부장 〃

이덕주 송곡여고사서교사 〃

정재 서강대도서관사서 〃

정숙동 강남도서관관장 〃

■사서교육훈련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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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비 고

권재윤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부장 위원장

고형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센터장 외부위원

곽철완 강남대문헌정보학과교수 〃

김준철 신구대출판정보미디어과교수 〃

김태수 연세대문헌정보학과교수 〃

방준필 고려대과학도서관과학정보관리부장 〃

백항기 숙명여대중앙도서관사회과학정보팀 〃

성기루 동덕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신복룡 건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이경구 한국도서관협회사무총장 〃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팀장 관내위원

신현태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장 〃

■장서개발위원회

성 명 소 속 비 고

정동열 이화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장

김성희 중앙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

문성계 전정보통신부공공정보화지원팀팀장 〃

문성빈 연세대문헌정보학과교수 〃

민성기 고려대컴퓨터학과교수 〃

박소연 덕성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 〃

박위진 문화관광부문화콘텐츠진흥과장 〃

송주석 연세대컴퓨터학과교수 〃

오삼균 성균관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용환승 이화여대컴퓨터학과교수 〃

한기준 건국대컴퓨터공학부교수 〃

■정보화위원회

※ 2005년도 운 기준

성 명 소 속 비 고

김준철 신구대출판정보미디어과교수 위원장

강명구 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 위원

김준모 건국대정치대학행정학과교수 〃

김지인 건국대인터넷미디어학부교수 〃

나문성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화원형팀장 〃

문성빈 연세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송병건 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 〃

이재훈 단국대건축학과교수 〃

조유희 서강대생명과학과교수 〃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정책연구팀연구실장 〃

최원태 건국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부장 당연직

여위숙 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 〃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운 위원회(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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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비 고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부장 위원장

김태수 연세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

권광희 서울대중앙도서관사서 〃

기민도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사서사무관 〃

김윤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보자료실장 〃

김은수 연세대중앙도서관사서 〃

서혜란 신라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심　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센터연구원 〃

이나니 이화여대중앙도서관사서 〃

이수상 부산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성 명 소 속 비 고

김태승 경기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장

남태우 중앙대문헌정보학과교수 부위원장

강재룡 전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장및정독도서관관장 위원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실장 〃

김재윤 열린우리당국회의원, 문광위위원 〃

김태승 경기대문헌정보학과교수 〃

김형진 국민대임산공학과교수 〃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공동대표, 경희대 어교육학과교수 〃

유사라 서울여대문헌정보학과교수 〃

오진산 KBS TV 제작본부프로그램전략기획팀장 〃

이소연 한국여성개발원정보협력연구부연구위원 〃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관장 〃

최원태 건국대문헌정보학과교수 〃

한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인적자원개발학술기획팀장 〃

■정책자문위원회

성 명 소 속 비 고

김태수 연세대문헌정보학과교수 위원장

고흥식 대한출판문화협회사무국장 위원

곽상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사무국장 〃

김성룡 교보문고상무 〃

변홍우 한국잡지협회사무국장 〃

이두 메타북스대표 〃

이중호 북센본부장 〃

이창열 동의대학교컴퓨터공학과교수 〃

장세욱 풍문고전무이사 〃

허 윤 문화관광부출판산업과장 〃

김종수 대한출판협동조합이사 연구위원

■한국문헌번호운 위원회

creo




V.국립중앙도서관관련
신문기사목록



1947~1991년

1947. 1. 27 조선일보 국립도서관휴일도개관

1950. 11. 14 조선일보 국립도서관 15일 일부개관

1952. 8. 2 조선일보 국립도서관 9월초개방

11. 1 조선일보 국립도서관 31일 개관

11. 5 조선일보 3일간에근 600명 국립도서관출입자

1954. 3. 22 조선일보 좁은문은여기에도, 열을지어장기태세. 

매일같이초만원이루는국립도서관

1956. 5. 4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장내정

1957. 6. 1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증설공사준공넉달만에개관

6. 3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에고교생열람석증설을호소

8. 6 조선일보 국립도서관두달집계. 관람자근 4만명

8. 10 조선일보 도서관개관기념에비장서적전시

8. 18 조선일보 도서관복구에공로한미국인 3명을표창

9. 19 조선일보 도서관아현분관오는 20일에개관

1958. 6. 28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에참고열람실등설비

7. 4 조선일보 ‘성하야경’국립도서관. 책장소리도조심조심히

1959. 7. 27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의귀추, 도서관법제정을앞두고(전

3회)’-(1) 현재의흐름에따라도서관의중요성강조

7. 28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추, 도서관법 제정을 앞두고

(전 3회)’-(2) 법률의분석과평가

7. 29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추, 도서관법 제정을 앞두고

(전 3회)’-(3) 외국의사례

8. 26 조선일보 국립도서관내에전시실을신설

10. 2 조선일보 눈에 띄는 노동자의 독서열. 입관자의 6할 이상이

학생들. 독서의계절맞은중앙도서관

10. 10 조선일보 도서전시회, 국립도서관서

10. 20 조선일보 옛신문·옛책등전시. 독서주간찾아국립도서관서

1960. 4. 8 조선일보 사진작품초대전시회. 9일부터국립도서관화랑서

12. 6 조선일보 옥스퍼드대학출판사서적전시회. 

5일부터국립도서관서

1961. 10. 9 조선일보 최홍회·최송죽부녀전. 국립도서관화랑서개최중

10. 20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진귀한도서90종독서주간맞아

전시회개최

1962. 1. 22 조선일보 귀중본 5000여권을비장. 국립도서관의장서 35만

9. 29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아현분관내월 1일에개관

10. 2 조선일보 아현도서관개관. 개관실 340석

10. 27 조선일보 이조역대왕의육필도, 국립도서관서고서전시회

1963. 5. 31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장에조병욱씨를임명

7. 3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에인문과학센터신설

1966. 1. 8 조선일보 ‘모르는건물으셔요’한국최초로‘백과의집’개관.

국립도서관에참고실두어전화·서신물음에척척

10. 6 조선일보 미국서 발행중인 최연장 한 신문 기증으로 국립도

서관에-신속히 규탄한 일제 침략, 최초로 만화 싣고

카이로선언땐호외

1968. 3. 8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에불. 책 3000여 권태워

8. 15 조선일보 20년을 지켜본 눈, 서민은 증언한다. 독서 경향-

국립도서관이의 씨

1969. 11. 25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고서위원회발족

12. 7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내년에고서자료목록발간

1970. 2. 3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서고서정리. 모두785종, 

5만9000본을분류

8. 6 조선일보 자료찾는길잡이. 국립도서관에도서목록

간행완료

1971. 10. 27 조선일보 [서평] 국립중앙도서관간행외국도서종합목록. 1200

페이지의방대한양. 주요도서관소장책 한눈에

11. 25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이전장충동으로내정

11. 25 조선일보 엄마와함께도서관에, ‘부녀열람실’설치. 

국립중앙도서관아현분관에

1972. 1. 6 조선일보 동심을키우는꿈의산실. 

국립도서관아현분관열람실

4. 12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유공자 8명표창

1973. 1. 18 조선일보 [십자로] 국립중앙도서관‘71년도 외서종합목록’

간행. 이용자위해소장도서관표시

1. 23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지발간사업활발

1. 23 조선일보 고려대 소장‘심요법문’과 같은 목각인본 국립

도서관서발견. ‘고서위’서비교검토중

5. 6 조선일보 (4) 국립중앙도서관, 일제 회유책으로 개설. 처음엔

인기없어. 해방 전후엔귀중도서일본반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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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5. 8 조선일보 (5) 국립중앙도서관, 해방되자 우리 직원끼리 보호

위조직. 수복늦었더라면진본만여권북송될뻔

10. 13 동아일보 위축반세기국립도서관

10. 15 신아일보 책없는도서관. 응달진정책

1974. 5. 1 조선일보 ‘문리대자리에 국립도서관을’

서울대동창주부추진

6. 23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어디로가나

7. 3 신아일보 호텔과도서관

7. 7 조선일보 ‘서울문리대건물국립도서관으로’

신민당촉구방침

7. 7 조선일보 공화당, 국회도서관과통합주장

7. 8 동아일보 국립도서관이전확정. 남산어린이회관으로

7. 9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이전어린이회관으로. 12월 개관

7. 9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어린이회관으로

7. 9 매일경제 어린이회관으로이전

7. 10 조선일보 ‘동심의요람’어린이회관, 15일부터문닫아. 

내년 봄이전개관

7. 10 조선일보 남산 이전을 발전 계기로-국립중앙도서관 이상규

관장인터뷰

7. 10 조선일보 도서관의기능과가치

7. 10 경향신문 ‘문화의요람’반세기

12. 1 조선일보 새 중앙도서관 내일 개관. 남산어린이회관 건물로

이사끝내

12. 2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개관

12. 3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이전개관

12. 11 조선일보 도서관새벽부터개관을

12. 25 조선일보 국립도서관스테레오세트마련

1975. 1. 15 한국일보 3억 짜리낙제작‘새국립도서관’

1977. 3. 29 중앙일보 미공개 90여 점전시, 한국 고지도전

4. 21 조선일보 중앙도서관장에손희식씨내정

1978. 9. 3 일요신문 두만강너머에고려정계비(高麗定界碑). 

실증할고지도국립도서관서발견

9. 8 경향신문 한국의북방국경선은압록·두만강이북. 

고지도서고려윤관정계비확인

1981. 9. 9 경향신문 국립도서관에‘비디오어학실’

1981. 9. 25 조선일보 어린이·어머니함께공부하는도서관

11. 26 조선일보 국립도서관내달부터외부대출. 

역삼동분관‘독서회원제’확대실시키로

1982. 1. 22 경향신문 어린이도서관성황, 국립중앙도서관역삼동분관

2. 9 중앙일보 도서전산화올부터본격화

2. 19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 이전 위한 종합 발전

계획 착수

8. 13 조선일보 옛차림그대로…‘할아버지 방’. 

서울역삼동국립중앙도서관분관노인전용도서실

9. 10 경향신문 도서관네트워크정비협력합의

9. 29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 3배로확충한다. 새 시설운 50년

후겨냥

1983. 2. 22 조선일보 ‘자동차 도서관’등장. 국립도서관 분관 수도권 순회

대출

4. 26 동아일보 100년 후겨냥한지식의보고

5. 4 조선일보 국립도서관 입관료 폐지. 남산 본관·역삼동 분관

시범운 . ‘관외대출회원제’확대실시

5. 4 조선일보 일제의‘혈채’, 보험·국채등국립도서관전시.

보상작업37년만에법적마무리

6. 18 한국일보 도서 자료 전산화 시대. 국립중앙도서관 87년까지

국내외정보입력

9. 24 조선일보 범국민독서생활화운동, 추천도서발표로본격화

9. 24 조선일보 새 국립도서관 내달 착공. 강남구 반포동에 165억

들여열람실 5500석, 주변 공원도조성

1984. 3. 18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기공식. 강남서초공원내

1985. 3. 29 조선일보 정부 사업 부처 협조 소홀. 작년 35개 계획 차질.

국립도서관신축등수정

1986. 10. 2 조선일보 최 복국립중앙도서관분관장 / 한국교과서전시회

1987. 1. 8 소년조선 듣는 어·수학공부.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음향자료실

1988. 5. 28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오늘문열어

1991. 12. 30 스포츠서울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대상확대. 도서에

부여되는국제표준도서번호에이어연속간행물에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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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2. 1. 17 한국경제 새해 새 구상-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중앙

도서관의신년계획을밝혀

2. 11 한국경제 ISBN·POS제 도입 저조. ISBN·POS 제도에

대한출판사서적상들의반응이소극적

2. 23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문헌정보’일반에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이자체적으로구축해온 DB를

데이콤천리안 II를통해서비스개시

4. 19 세계일보 도서관은 공부방아닌정보 획득의문화 공간. 미니

인터뷰에서 이경구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은

평생 교육 진흥의 터전으로 도서관이 자리잡기

위해정부의투자와인적지원이시급함을피력

5. 13 세계일보 도서관 정보 전산망 통합 가속화.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용 컴퓨터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패키지(KOLAS)를 개발. 

전국 각종도서관에무상으로공급키로

5. 18 주간교육 중견실무자교육훈련실시. 국립중앙도서관사서직

초급(8·9급), 중견(6·7급) 실무자교육훈련

6. 22 주간교육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 6월 22일부터‘도서관

문화강좌’개설. 독서·생활·문화등강좌다양

6. 23 한국경제 도서컴퓨터관리ISBN·POS제출판계뿌리내린다.

ISBN 제도및POS 제도가올들어꾸준히증가, 5월

현재출간서적24%가시행

9. 25 문화일보 도서관 행정‘두 갈래 난맥’. 도서관 행정의 소관

부처가교육부와문화부로나뉘어있어정책,

예산등손발안맞아발전장애

1993

1993. 1. 21 서울신문 ‘책의 해’계기로 독서 생활화 유도-인터뷰(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장과문헌정보학과학생)

3. 15 동아일보 ‘문화 사랑방’역할 노력-인터뷰(이경문 국립중앙

도서관장) 

1993. 3. 21 조선일보 지방 도서관 지원. 전국 연결 전산망 구축 노력-

인터뷰(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3. 26 국민일보 ‘정보 해결사’사서 30년-인터뷰(조원호 국립중앙

도서관열람관리부장) 

4. 6 매일경제 국·공립도서관, 책 정보 온라인 서비스. 10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전산망 본격 가동으로 대도시 등

13곳 우선, 1995년까지 369곳 확대

4. 10 스포츠서울문턱없는‘정보의창고’로만들겠다-인터뷰

(이경문신임국립중앙도서관장) 

4. 10 경향신문 진해군항제 찾아온‘중앙이동도서관’국립중앙도서

관의‘움직이는 도서관’, 벚꽃축제에서 진귀한 책

천여권전시

4. 12 매일경제 도서관주간, 문헌 자료통신서비스확대.

국립중앙도서관 4월 14일부터 Hitel 통해 제공

4. 14 세계일보 도서관정보전산화본격화. 국립중앙도서관 48만종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고 서울·지방 공공도서관

4곳과도연계체계추진

4. 14 스포츠조선‘자습파’줄고‘자료파’늘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실태변화

4. 16 매일경제 ‘도서관기능’제자리찾기. 20일 국립중앙도서관서

열린‘독서 생활화’주제 심포지엄에서는 자료

제공·관외봉사활동도강화

4. 17 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건의함운 흐뭇해

-독자투고(김문하) 

4. 18 중앙일보 도서관정보수집앉은자리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 방전화’서비스에서는 도서 검색·시사·행정

사항까지 해결하며 PC통신도 가능하고 팩스로

자료도보내준다고

4. 20 중앙경제 도서관 독서 문화의 중심. 국립중앙도서관서 제3회

‘도서관인 큰 모임’개최. 학습 강연·유공자 표창

등다채로운행사

5. 11 경향신문 도서관식당부실점차개선하겠다-독자투고

(박연근국립중앙도서관서무담당행정사무관)

5. 18 동아일보 중앙박물관, 도서관‘국립 값’못한다. 유물·자료

구입비너무적어‘낯부끄러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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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27 조선일보 문민 정부의 문화 빈약-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

박물관예산에대한사설

6. 2(12) 서울신문 도서관에대한관심-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6. 3 전자신문 국내 문헌 DB를 내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프로그램

을개발하여도서관전산화에기여-인터뷰

(국립중앙도서관최 복전산담당관) 

6. 9 서울신문 ‘ 방전화’봉사

6. 14 매일경제 ‘전자도서관’설립 기증. 금성사,

국립중앙도서관 내

6. 15 서울신문 족보실

6. 22 서울신문 도서관의지도보존

6. 29 서울신문 책을지키는사람들

7. 3 서울신문 도서관의제역할

7. 13 서울신문 고서적의보존관리

7. 13 한국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전산망 기초 작업. 국내 문헌 목록

통일화완성. 전국 도서관공급

7. 14 동아일보 여름 방학·휴가철, 책과 함께 보내자. 국립중앙도

서관·출판업계공모독후감행사다채

7. 15 동아일보 국립도서관신간없어불편-독자투고(장혜림) 

7. 20 서울신문 도서관과공중도덕

7. 27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전자도서실첫선

7. 27 동아일보 복사기설치, 신간 구입등반 . 중앙도서관건의함

운 박수-독자투고(김문하)

7. 27 서울신문 한국병과독서요법

8. 9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직원들‘행운의책읽기운동’전개

8. 9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비치 음향 상 자료 태부족-독자

투고(조원덕) 

8. 26 세계일보 국보급 고서 훼손 심각.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에분산소장된고서들

8. 28 세계일보 국보급고서훼손심각기사중일부와전. 원본보존

어려운 건 인본 제작 열람중-‘세계일보를 읽고’

(이귀원국립중앙도서관고전운 실장) 

9. 11 조선일보 ‘세계 속 도서관 역할’열띤 토의.

59차세계도서관총회(IFLA)를보고-이경문국립

중앙도서관 관장

1993. 9. 20 스포츠조선도서 관리 프로그램 개발, 39회 독서주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가를 위한 PC용 도서관리

프로그램개발·보급

9. 22 중앙경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문화학교개설. ‘자녀의독서

지도’를주제로

10. 12 소년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독서 주장 발표·논설문 쓰기,

금·은·동·꽃상50명결정

10. 12 조선일보 100문중족보등전시

10. 16 동아일보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 연구 자료, 국립도

서관기증. 성신여대정규화교수 27년간수집

10. 18 주간교육 문중자료종합전시

10. 23 조선일보 전자도서실 해커 비상. 국립중앙도서관 등 컴퓨터,

자료파손잇달아

10. 25 주간교육 국립중앙도서관, 제2회 전국고전읽기대회

10. 29 중학생조선‘나를감동시킨이한권의책’전시회

11. 5 세계일보 국립도서관서독도조선 토명시일본고지도발견.

1785년 제작‘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三國通覽與地

路程全圖)’

11. 8 국민일보 세계그림책이색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서20일까지

11. 9 서울신문 자녀 독서 지도 부모 솔선이 최선. 국립중앙도서관

문화학교독서지도강좌

11. 12 문화일보 세계의그림책한자리에

11. 15 한국일보 그림책의세계전

12. 1 동아일보 국립전자도서관 이용 현황. 전자출판 매체 CD-I 

큰 인기

12. 3 중앙일보 최상의 정보 갖춘 도서관 절실. 정부는 세계 제일의

도서관과도서를갖추는일에투자를-이강용연세대

기계공학과교수

12. 10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시험공부학생입장금지작전.

가방반입불허. 일반열람실점차폐지

12. 11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박물관 예산‘껑충’희색. 국립중

앙도서관 19억 원으로 2배 정도증가

12. 12 조선일보 국회전산화. 의원회관과도서관컴퓨터전산망연결

12. 14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가방 불허’조치 환 -독자

투고(조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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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16 동아일보 ‘압록강은흐른다’작가이미륵연구자료기증. 성신

여대정규화교수국립중앙도서관에

12. 18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새 모습 갖춘다. 내년 예산 97억

확보. 자료·도서관 전산망 확충, 고서 관리, 국내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 CD롬제작등

12. 22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출입제한철회를-독자투고(임병기) 

12. 23 세계일보 독도는 조선 땅 결정적 증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인(林子平) 제작고지도와지도의해설서원본

(三國通覽圖設) 발견. 학계에큰반향

12. 25 동아일보 성호(星湖) 9대손 이돈형 씨, 소장 자료 800점 문

화체육부에 기증. 문화체육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구보존할계획

12. 27 소년동아 조선시대말기르던목장터발견(성동구, 중랑구

일대). 국립중앙도서관소장고지도발견

1994

1. 11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정보센터기능을

-독자투고(김병수) 

1. 11 중앙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새해 예산 97억 확정. 어디서나

자료검색전산망구축착수

1. 12 한국일보 공공도서관은공부방아니다-독자투고(김병수) 

1. 18 동아일보 국립도서관대출시간연장을-독자투고(임병기) 

1. 22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자료밤 9시까지열람가능-인터뷰

(이경구국립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1. 22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온라인 서비스 서둘

러야-독자투고(임병기) 

1. 22 경향신문 도서관자료 PC로쉽게접근을(국립중앙도서관)

1. 24 한국일보 이익·이미륵자료전시회, 1월 25일~2월 5일까지

2. 1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실좌석수 조정을-독자

투고(전은정) 

2. 3 조선일보 중앙도서관육성시급-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

2. 6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자료이용제도대폭개선

2. 7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제모습찾기

1994. 2. 9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은청소년출입허용을

-독자투고(임병기) 

2. 9 조선일보 도서관 전산망 구축 시급-이숙현 씨의‘전문도서관

건립보다중앙도서관육성시급’을읽고

-독자투고(임병기) 

2. 16 한국경제 국립중앙도서관 8개자료실개가제로운

2. 24 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 94년 사업 계획. 300조 규모

‘보존서고’완성

3. 5 동아일보 ‘자녀독서지도’수강신청

3. 7 주간교육 국립중앙도서관새해사업계획확정. 총 97여억 원.

개가제추진, 국내외자료수집보존강화

3. 8 매일경제 첨단 전자도서관 등장. 서초동 국립·국회도서관

멀티미디어실별도개관

3. 8 서울신문 도서관문화학교 22일 개설

3. 16 동아일보 ‘이생각저생각’: 한심한‘마마보이들’

-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3. 23 경향신문 도서관문화학교 주부, 학생 열기. 국립중앙도서관

‘자녀독서지도’거의20~30대. 필기해가며경청

3. 24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문헌 CD롬 제작. 일반도서·학위

논문 등 50만 84여 건. 미 정부간행물 DB 구축

사업도추진

3. 24 경향신문 ‘이생각저생각’: 경로석의‘젊은노인’

-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4. 1 동아일보 독서새물결운동출범식

4. 9 동아일보 베스트셀러 50년전, 김래성의‘청춘극장’에서‘무궁

화꽃…’의김진명까지

4. 9 중앙일보 베스트셀러 50년전

4. 9 세계일보 도서관주간 기념 행사 다채. ‘미래를 여는 문’표어.

12일부터펼쳐

4. 11 세계일보 국내 최초 전자도서관 각광.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

4. 11 중앙일보 공공정보 5종추가. 한국통신, 하이텔서비스개시

4. 13 서울신문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 전국 도서관인 큰 모임

행사

4. 13 한겨레 전국도서관인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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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13 세계일보 ‘움직이는 도서관’일정 확정. 매일 수요일 독자와

만난다

4. 15 서울신문 책읽기, 도서관 이용생활화하는계기됐으면. ‘베스

트셀러 50년전’마련-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4. 18 한국일보 삼성문화재단, 양서 5000권 기증

4. 20 세계일보 독서새물결운동구호만요란

4. 22 조선일보 장서 1000권, 움직이는도서관독자찾아시동

-인터뷰(이경문국립중앙도서관장)  

4. 28 동아일보 ‘이 생각 저 생각’: 작은 도서관과 자원봉사-이경문

국립중앙도서관장

4. 28 세계일보 청소년의달 5월, 다양한행사마련

5. 6 문화일보 고서적등고증·감정. 개인소장고전자료무료감정

5. 10 동아일보 고전자료상담실개설

5. 14 중앙일보 한 본불경·불서전시

5. 21 세계일보 ’94 어린이책잔치, 독서왕뽑기·가족백일장도

5. 21 소년한국 움직이는도서관운 . 국립중앙도서관 11월까지

5. 24 스포츠조선고서 감정 무료 봉사-국립중앙도서관 이귀원 고전

연구실장

6. 7(31) 중앙일보 사용자무시하는국립도서관분관-독자투고

6. 10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전면개가식전환

6. 20 소년한국 여름 독서교실 7월 18일 문 열어. 국립중앙도서관

6월 28일부터접수

6. 21 국민일보 분단문학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 23일부터

6. 23(17)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복사불편. 각층에복사실새로

설치했으면-독자투고

6. 27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복사실각층에설치건의를읽고

6. 27(1) 소년조선 여름 방학중 독서교실 연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

하고전국 191개 공공도서관이실시

7. 9 문화일보 자료 이용 방법 개선. 자료 전면 개가제. 열람석

도 늘려

9. 7 한국경제 독서권장 모음전

9. 22 경향신문 잊혀져가는우리이야기대회. 10월 22일 중앙도서

관서열려

9. 28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문헌 목록 정보 CD-ROM

제작

1994. 10. 1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정보 CD롬 제작 무료 배포.

일반도서와 학위논문 43만 2000건을 한 장의

CD-ROM에수록

10. 2 조선일보 여성사서권익향상, 도서관정책개선힘쓸터-인터뷰

(문화체육부여성국장1호최 복중앙도서관열람부장)

10. 5 스포츠서울잊혀져 가는 우리 이야기, 색동회 구연 대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강당에서

10. 5 스포츠서울자녀독서지도강좌. 국립중앙도서관강당에서

10. 20 동아일보 ’94 공공도서관 세미나, 10월 21일 오후 2시 국립중

앙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다

10. 22 중앙일보 저작권보호강연회. 31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동소강의실에서‘저작물에있어서창작성판단

과보호대상’에관한강연회를연다

12. 7 문화일보 지방 국립 기관 지자체 이양. 국립중앙도서관 등

3개기관은지방정부이양대상에서제외

12. 9 조선일보 도서관 이용자 위주로 운 -11월 29일자 김상운 씨

의독자의견회답(김명희사서사무관)

12. 14 경향신문 겨울독서교실개설. 국립중앙도서관주관

12. 18 한겨레 일본 신문 보관용뿐, 열람 대책 세워주길-독자 투고

(정혜경)

12. 27 한국경제 한국문헌자동화목록 KS로

1995

1. 5 동아일보 국립도서관 일부 이용객 책 찢어가다니 너무 한심-

독자투고(변희정)

1. 20 중앙일보 청소년독서논술강좌. 국립중앙도서관분관가족열람실

5. 2 문화일보 ’95 움직이는도서관일정발표. 문화체육행사찾아

전국 7개지역순회

5. 17 조선일보 가정의달책잔치행사. 독서왕선발대회, 독서가족

백일장

5. 30 세계일보 종전 50주년기념사진전마련

5. 31 소년조선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독서왕 선발 대회 대상, 신목

국교김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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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9 소년조선 어버이날책잔치행사

6. 10 소년동아 국립중앙도서관, 독립운동독후감모집

6. 20 문화일보 일본소재한국희귀본 191권 인

6. 26 세계일보 해외 유출 고서 2152권 인 수집. 국립중앙도서관

9년간추진

6. 26 도서신문 국내외 고위 인사 한자리에. ‘한·아세안 도서관 전

산화와미래’학술세미나

6. 26 주간교육 국립중앙도서관 인터넷 통해 서비스. 아세안 국가

표준적 DB 구축국가간교류원활기대

7. 5 문화일보 국립도서관 잡지류 반입 시기 너무 늦어-독자 투고

(이 주)

7. 11 경향신문 새벽을 여는‘도서관 사람들’. 국립도서관 입실을

기다리는맨앞의 4인, 그들의새벽은무엇인가

7. 23(12) 중앙일보 220여 도서관에여름독서교실

7. 23(21) 동아일보 기다렸던 여름 휴가, ‘일상’털고 책 속의…. 국립중

앙도서관한우리독서운동본부추천서소개

7. 24(1) 독서신문 휴가철 도서관 이벤트 푸짐. 18일부터 전국 220개

관서여름독서교실등다양한기획

7. 24 한국대학 국립중앙도서관 기업정보자료실, 취업 관련 자료

한눈에

8. 11(1) 소년조선 국립중앙도서관 독후감 공모 백일장, 대상에 이주현,

박자 뽑혀

8. 21(11)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독서가족 백일장’시상식. 지난

5월 28일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서가족

백일장 실시

8. 30(13) 경향신문 9월은‘독서의 달’. 주요 독서 관련 단체 행사 일정.

국립중앙도서관‘한국만화의어제와오늘전’

8. 30(12) 한겨레 중앙도서관 부모학교, 국립중앙도서관은‘자녀의

독서지도 어떻게할것인가’란주제로 9월 1일부터

선착순모집

9. 1(1) 소년동아 국립중앙도서관, 자녀독서지도강좌. 국교 4~6학년

자녀를둔학부모대상

9. 1(1) 소년조선 좋은 책 많이 읽어 마음을 넓히자. 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펼쳐.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 만화의

어제와오늘’전시회를마련

1995. 9. 3(10) 스포츠조선독서 공개 토론, 저자와의 대화, 시 낭송회…. 전국

공공도서관‘독서의 달’행사 푸짐. 국립중앙도서관

은‘일본은없다’의저자전여옥씨초청강연회

9. 3(4) 독서신문 도서관문화학교‘자녀 독서 지도’강좌 운 . 9. 12

부터 10. 24까지

9. 4(1) 소년한국 ‘어린이·청소년 독서 지도 이렇게 하세요’. 국립중

앙도서관·독서문화진흥회 공동 주최, 학부모 대상

도서관문화학교열어

9. 5(24) 세계일보 독서의 달 문화 행사 푸짐. 첫 독서문화상 시상. 

전국도서관대회등열려

9. 5(1) 소년동아 국립중앙도서관서‘한국만화의어제와오늘’전시회,

1900년대초부터만화발전과정소개

9. 11(12) 스포츠서울서초국립중앙도서관학생커플데이트장소로인기.

학문탐구, 문화행사등함께즐겨최근열람실보다

대기실의인기가 더높음. 일부 커플들은 아예대기

실에자리잡고데이트즐겨도서관측대책강구중

9. 23 스포츠서울독서한마당행사열려

9. 29 동아일보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95 가을판나와

9. 29 조선일보 책, 논문 55만 건담은 CD-ROM 나왔다

10. 1 서울신문 ‘문화의달’전국서다양한축제

10. 11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개관 50돌

10. 11 한국경제 개관 50주년기념세미나

10. 12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개관 50돌

10. 12 조선일보 제9회책의날기념식. 독서·출판문화공로자표창도

10. 13 경향신문 단순 열람 기능 탈피‘정보의 메카’로-인터뷰(개관

50돌 맞은김용문국립중앙도서관장)

10. 13 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 50돌 기념행사

10. 14 조선일보 개관50주년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사회선봉’선언

10. 15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 오늘 개관 50돌. 특별 전시회, 

세미나등다양한행사

10. 15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돌. 소장 자료 특별전, 세

미나 등 행사 다채. 내년 전자도서관 기공‘정보의

메카’로

10. 17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개관 50주년기념식

10. 17 문화, 경향 국립중앙도서관개관 50돌 기념축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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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7 세계일보 개관 50돌 중앙도서관청사진제시

10. 29 소년동아 독서한마당대회수상자발표

10. 30 소년한국 국립중앙도서관’95 독서한마당입상자45명시상

11. 7 한겨레 한국문헌목록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5만여 종

정보담아

11. 28 한국일보 멀티미디어도서관확산

12. 6 소년한국 겨울독서교실열린다

12. 6 한겨레 책볼시간많은공휴일, 국립도서관열었으면

12. 23 한국일보 전국공공도서관겨울독서교실운

12. 26 세계일보 초·중학교겨울독서교실

12. 26 세계일보 PC통신에 출판 최신 정보 제공. 중앙도서관, 내년

부터데이콤등 4개사대상도서마다고유번호부여.

간편하게검색가능

12. 29 조선일보 겨울 방학을 책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등‘독서교

실’열어

1996

1. 19 동아일보 중앙도서관을 정보 교류 중심 기관으로 전국 도서관

연결하는전산망구축시급-김진무국립중앙도서관장

문화 정보가 숨쉬는 복합 공간으로, 기종·시설 질

적개선우선되어야-김 수출판평론가

작은 도서관 설립 적극 후원을, 독서 생활화하는 국

민자세긴요-정정식작은도서관전국협의회장

전(前) 대통령 친필 휘호 삭제, 과오와 치적 구분했

으면-이경석(송파구잠실7동)

2. 17 조선일보 중앙도서관을정보교류중심기관으로전국도서관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 시급-인터뷰(김진무 국립중

앙도서관장)

2. 26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 CD롬 주크 박스 설치. 새 달부터

세계각국학술정보검색가능

2. 27 문화일보 전자도서실일반개방

2. 28 세계일보 중앙도서관전자도서실 6월완전개방

2. 29 동아일보 전자도서실보관CD롬동시검색시스템일반공개

1996. 2. 29 조선일보 ISBN 도서 정보 PC통신제공

2. 29 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 이용 서비스 내일부터

대폭확대실시

3. 3 서울신문 중앙도서관자료실이용, 토요일하오 6시로연장

3. 4 중앙일보 ‘책의 주민등록증’ISBN, 서점 활용 본격화. 신촌문

고, 대동서림이미시행. 교보는내달에

3. 5 한겨레 문화 예술 정보 전 세계 서비스. 문화재·박물관·

미술관·도서관 4부문 DB 연계, 우리 문화 인터넷

진출. 문체부‘전자사랑방’25일 개설

3. 5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자료실, 토요일오후 6시까지개방

3. 10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에납본의무법령으로제정

3. 10 독서신문 ISBN 도서정보 PC통신제공

3. 12 문화일보 디지털도서관 PC로책읽는다

3. 21(17)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 완벽한 전산화를-독자 투고(연세대

사회교육원김슬옹)

3. 24(4)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처동구권으로확대

3. 24(1) 소년동아 움직이는도서관이용, 단체·학교신청받아

3. 25(7) 독서신문 도서관문화학교 접수. 국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

4월 4일부터

3. 25(14) 스포츠서울움직이는박물관·도서관·미술관이용하세요

3. 26(12) 한겨레 전자박물관·도서관, 주민카드등 26개초고속정보

서비스선뵌다

3. 27(11) 매일경제 중소기업 정보 종합 DB 구축 정보화 촉진 기본 계

획주요내용

3. 29(1) 소년한국 도서관문화학교운 4월 16일부터(화, 수, 목)

4. 1(33) 한국일보 도서관문화학교개강

4. 2(27) 동아일보 도서관문화학교 16일 개강

4. 4(22) 조선일보 작은도서관발전토론회

4. 4(22) 조선일보 자녀독서지도교실

4. 8(2) 독서신문 문화 발전 이끄는 핵심 매체-김진무 국립중앙도서

관장

4. 10(23) 세계일보 23일‘세계도서및저작권의날’행사

4. 12(21) 한국일보 오늘부터 32회 도서관주간

4. 13(16) 문화일보 도서관주간전국서문화행사

4. 15(10) 서울경제 ‘노벨문학상수상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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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4. 21(5) 독서신문 한국 문학 번역 작품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8일까지열려

4. 22(16) 문화일보 사진으로만나는멕시코풍물. 23일~5월 4일멕시코

여성사진작가전

4. 23(16) 한겨레 멕시코여류사진작가 4인전

4. 24(23) 세계일보 5월 청소년의 달 문화 예술 행사 풍성. 국립중앙도

서관명화상 및독서회원모집

4. 26(10)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이용자편의외면

4. 29(12) 스포츠서울전자도서실 대학생들에 인기. 서초동 국립중앙도서

관인터넷등 상자료갖춰

5. 1(25) 국민일보 청소년의 달 5월 행사‘푸짐’. 국악 한마당·한강

축제등 1800여 건

5. 1(10)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복사기확충추진

5. 2(22) 조선일보 한국문헌정보 96년판

5. 5(4) 독서신문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96년판 보급. 58만여

종의도서목록데이터베이스

5. 16(29) 조선일보 전국독서왕선발대회

5. 17(15) 한국일보 청소년의 달 독서 행사. 전국 독서왕 선발 대회, 독

서가족백일장

5. 23(35) 한국일보 96년 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 목포시립도서관 등 8

곳문체부장관상

5. 23(28) 매일경제 공공도서관협의회, 우수 도서관표창

5. 23(17) 서울신문 공공도서관협의회정기총회, 우수도서관표창

5. 23(22) 국민일보 공공도서관협의회정기총회

5. 23(18) 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공부방’없앤다. 9월부터일반열람실

자리에자료실확대

5. 24(15)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실 없앤다. 9월부터 외국 대사

관자료실신설등전문정보센터탈바꿈

5. 24(17)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 없앤다. 9월부터 폐쇄.

자료열람실 7개 더늘리기로

5. 25(13) 스포츠서울공공도서관 장서수 형편없다, 국민 1인당 0.25권 꼴.

美의 9.3%, 말聯 0.3권에도못미쳐

5. 26(5) 독서신문 5월 어린이·청소년 독서 큰 잔치, 5월 26일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왕 선발 대회 등 다양한 독서

관련행사열려

1996. 5. 27(13) 경향신문 일반열람실 812석 폐쇄

5. 27(13) 서울신문 문헌정보센터기능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일반열람실

폐쇄. 주제별자료실 13실서 20실로늘려

5. 27(16)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센터 변신. 일반열람실 9월부터

자료실전환. 전국 495개도서관전산망연결도

5. 28(1) 소년동아 5월 어린이·청소년독서큰잔치, 책 읽는 습관기

르기사회환경꾸미자

5. 28(1) 소년한국 독서큰잔치열려. 국립중앙도서관가족백일장도

5. 29(23)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脫공부방’선언. 일반열람실 폐쇄,

자료실로전환

5. 29(23) 조선일보 중앙도서관열람실, 전문주제자료실개편

5. 30(13) 매일경제 삼성전자‘멀티미디어정보플라자’설치. 117개 국·

공립도서관에한국학자료DB 구축인터넷에홍보

5. 30(8) 한겨레 한국학정보센터설립. 삼성전자, 2000년까지

5. 30(27) 중앙일보 전국 171개 도서관에 멀티미디어 플라자 설립. 삼성

전자 100억 원들여

6. 8(10) 한겨레 도서관열람실폐쇄, 이용자위해재고를

6. 12(21)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고서 5종 7책 귀중본지정

7. 20(1) 소년한국 전국230개도서관여름독서교실 1만 5000명참가.

책 읽고독후감쓰기배워

7. 24(19) 일간스포츠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한국의 이미지전’

귀국전시회

8. 1(19) 조선일보 이스라엘 희귀 도서전 국립중앙도서관서. 14세기

탈무드~15세기성경등전시

8. 5(22)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열람실폐쇄웬말-독자투고(신수민)

8. 8(17) 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이스라엘우수작상

8. 12(1) 독서신문 이스라엘 도서전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서 이달 16

일까지

8. 12(10)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요람’으로거듭한다.

8. 13(29) 경향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서적·논문 정보 55만 건 DB화,

저자명·작품목록검색에유용

8. 30(1) 소년한국 독서의 달 9월, 920여 행사 다채. 시 낭송, 독서왕

선발, 심포지엄등개최

8. 30(29)한국일보 문체부, 독서의달맞아독서생활화운동

9. 2(1) 소년동아 초등학교학부모대상도서관문화학교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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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4(33) 한국경제 독서의달맞아생활화운동

9. 7(19) 한국일보 도서관자리독점‘붙박이족’골치

9. 8(18)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전자도서관’탈바꿈

9. 8(23) 조선일보 도서관문화학교

9. 8(4)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새단장. 전문(專門) 자료실확대개

편및전자정보시스템설치운

9. 8(5) 독서신문 ’96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 강좌 실시.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수강 신청은

9월 10일부터선착순 300명

9. 9(33) 조선일보 ‘공부방’인식없애야도서관제기능발휘

9. 9(31) 한국경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로 거듭났다. 삼

성, LG전자첨단기기무상지원

9. 9(31) 독서신문 전국 책 읽기 행사 다채. 문체부 독서 문화 일정

전국배포

9. 10(15) 중앙일보 도서관인큰모임, 독서문화대상시상식

9. 10(8) 서울신문 LG 기증전자도서관재개관

9. 11(1) 소년동아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으로 탈바꿈. 정보화 시대에

맞게봉사실, 열람실도꾸며

9. 12(13) 매일경제 국·공립도서관 174곳 정보화 교육장 탈바꿈. 이 달

‘멀티플라자’개관. 삼성 100억 투자

9. 12(33)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독서 지도강좌등열어

9. 12(21) 서울경제 국·공립도서관‘정보플라자’개관. 삼성전자,

174곳에 펜티엄 PC 등 구비

9. 13(28) 서울신문 중앙도서관 정보 서비스 체제 개편. 봉사실에 PC등

최첨단기능갖춰

9. 17(5) 조선일보 3등 문화의 나라. 도서관 자료비 40억도 마련 못하

는국력

9. 21(2)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전자도서관

9. 26(31) 조선일보 달라진국립도서관분류기호안내없어

9. 26(25) 세계일보 문학희귀자료전시회개최

9. 26(31)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연계버스확충을

9. 30(13) 경향신문 문학희귀자료전시. 한국근·현대문학의희귀자료

한자리에

9. 30(5) 매일경제 빛바랜독서계절

10. 1(27) 조선일보 개선된국립도서관자료이용 21시까지

1996. 10. 1(17) 동아일보 우리근대문학발자취한눈에. 희귀자료600여종전시

10. 1 국민일보 근·현대 문학 희귀 자료 한자리에서. 최초 시집

‘오뇌의무도’에서신석정‘촛불’까지

10. 1(13) 서울신문 근·현대문학희귀자료한곳에

10. 2(11) 세계일보 한국근·현대문학희귀자료전시회개최

10. 3(19) 조선일보 한국근대문학‘태동기’를본다

10. 6(14) 중앙일보 문화·정보전의 전초 기지, 대수술 시급. 인프라의

인프라국립중앙도서관

10. 6(14) 중앙일보 국 40년 걸려도서관신축완벽기해

10. 6(14) 중앙일보 전문가들이 바라는 도서관 개선책, 자료 디지털화

지속적추진을…

10. 6(14) 중앙일보 정인승자료전시회개최

10. 7(1) 독서신문 한국애서가클럽, 근·현대문학희귀자료전

10. 8(18)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구축사업

10. 22(32)한국경제 국립도서관운 , 세심한서비스아쉽다

10. 29(35)한국경제 직원설명잘못이해. 이용편의제공최선

11. 1(2) 한국경제 전자도서관 생긴다. 내년 7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등 5곳장서 DB화

11. 1(11) 서울경제 전자도서관망구축추진

11. 1(26) 중앙일보 국회도서관 등 DB 연결, 인터넷 전자도서관 사업.

정보통신부내년 7월 시범실시

11. 1(11) 한국일보 전자도서관 내년 7월 문 열어. 국립중앙도서관 등

5개기관온라인연결

11. 1(26) 경향일보 전국주요도서관자료인터넷통해열람, 활용. 정보

통신부내년7월부터시범서비스

11. 4(12) 한겨레 전자도서관 내년 개통. 국립·국회도서관 등 자료

인터넷통해열람

11. 4(12) 세계일보 전자도서관내년에문연다. 정통부, 시스템개발7월

개통예정. 집에서주요도서관자료활용가능

11. 7(23)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동해를‘한국해’표기 세계 최초 지

도전시. 17세기초포르투갈서제작. ‘MARCORIA’

로써

11. 7(12) 중앙일보 도서정보 CD롬발행. 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중

1945년이후발간된일반도서, 학위논문의서지정보

11. 7(15) 스포츠서울‘문헌목록’’96 가을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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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1. 19(19)경향신문 고바우김성환화백전시실마련공개

11. 25(31)한국경제 국립중앙도서관서고동기공식

11. 26(39)한국경제 중앙도서관서고증축기공, 고바우전시실개관식

11. 26(39)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보존서고증축기공식

12. 10(23)한겨레 서초도서관복사카드잔액환불왜안해주나

12. 13(23)한겨레 잔액안생기는복사카드공급중

12. 13(14)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 30일까지족보특별전

12. 13(23)조선일보 족보전, ‘내시인명록’에서문중비디오까지

12. 13(16)한겨레 중앙도서관‘족보특별전’

12. 13(1) 소년한국 방학동안책읽어마음살찌우자. 제53회겨울독서

교실97년1월6일부터열려

12. 14(27)한국경제 서초동국립중앙도서관, 최첨단‘정보의장’변신

1997

1. 6(1) 소년동아 송석하선생자료전시회 30일까지중앙도서관

1. 9 사람과사회“문화 향기 충만한 세상 되었으면…”-김진무 국립

중앙도서관장

1. 21 전자신문 초고속 통신망 시대 걸맞는 문화 정보화 밑그림 그

린다. 문체부올주요업무계획

2. 12(16)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분관

2. 17(23) 한국일보 한· 만남 200주년 기념 자료전, 국립중앙도서관

에서전시

2. 21(19) 경향신문 한· 만남 200주년 기념 자료전.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

2. 21(39) 경향신문 초보 인터넷 여행 쉬워졌다. 국립도서관·전문

기관, 카페등잇단개설

2. 26(15) 한국경제 책내용까지제공하는전자도서관개설. 중앙도서관등

5곳문헌DB 구축, 사용자가인터넷서검색·출력가능

3. 5(23)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에‘고바우 전시실’상설, 하루

70~80명‘서민 애환’관람. 김성환 화백 43년째

신문연재세계최장

3. 17(11) 서초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문화학교 ’97 제1기 수강생 모집. 

독서지도강좌등4월 15일부터5월27일까지개설

1997. 4. 8(27) 경향신문 ‘베스트웹코리아’(7차) 선정 사이트, 경향신문·한컴

공동주최

4. 14(27) 한국일보 안방서 도서관 정보 한눈에. 전국 495곳 연결 전산

망연말완공, 내년 가동

4. 14(27) 문화일보 목민심서등고서국역자료모음전

4. 16 조선일보 ‘독서실’서첨단전자도서관으로, 변화하는문화현장

4. 18(26) 중앙일보 공무원이멀티미디어저작권책펴내-국립중앙도서관

박문석지도협력부장

4. 20(4) 독서신문 전자도서관개설

4. 20(4) 독서신문 자녀 독서 지도로 호평 받고 있는 도서관문화학교,

새로운프로그램으로열기를더해가고있다

4. 25(15) 한겨레 전국도서관전산망연결연말완료. 집에서검색

4. 26(42) 조선일보 ‘전자도서관’잇달아 개관. LG 상남 이어 국회, 

서울대등속속추진

5. 1(4) 전자신문 “전국 고속망 구축 강력한 정책 절실”-전자신문 후

원‘정보통신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간담회

5. 2(18) 경향신문 CD롬‘한국문헌정보’’97년 봄판발행

5. 6(30)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단어하나로원하는문헌정보‘척척’

5. 14(22) 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세종대왕기념자료전개최

5. 15(2) 한국경제 디지털도서관표준안내달마련

5. 20(32)경향신문 한국을대표하는홈페이지 45개

5. 21(31) 조선일보 고전들폐지화위기, 한자 모르는신세대국학도

5. 21(17) 서울신문 국립중앙도서관에 책 4700여 권 기증-김도경

전동덕여대대학원장

6. 10(1) 전자신문 전자도서관 시장 뜨겁다. 업계 솔루션 개발 공급

경쟁

6. 14(26) 조선일보 ‘포르투갈과세계의개방화전시회-29일까지

6. 17(19) 조선일보 고전자료센터운

6. 26(19) 조선일보 한국고전자료센터 설립. 중앙도서관 국내외 전적

인계획

6. 27(29) 세계일보 7월의 문화인물, 시조작가이세보

6. 30(12) 스포츠조선 7월의 문화인물, 시조작가 이세보. 월령체 도입해

평시조 역확대

7. 1(21) 조선일보 한국자료희망대로지원

7. 7(18) 경향신문 7월의 문화인물‘이세보자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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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 7(8) 국정신문 도서관독서교실운 , 종합청사게시판(문화체육부)

7. 12(26) 매일경제 공공도서관여름독서교실일정(서울)

7. 23(17) 조선일보 조상들의책보존

7. 26(21) 조선일보 도서관리과학화방침

7. 31(12) 국민일보 8월의문화인물, 실학자박제가선생

8. 12(17) 조선일보 ‘찾아가는도서관’운

8. 15(26) 매일경제 중앙도서관 UN코너운

8. 21(27)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자료수절대부족-독자투고(김동정)

8. 24(9) 서울신문 유엔자료코너신설

8. 30(33)동아일보 9월의문화인물, 연출가겸극작가박진선생

9. 1 한국일보 명나라종단대운하기행, 최부의표해록(漂海綠)

9. 5 출판저널 젊은이의 향학열이 불타는 곳-정기 국립중앙도서

관장

9. 12(45) 매일경제 9월독서의달풍성한행사. 각계800여개기관참여

9. 13(1) 소년한국 ‘도서관인 큰 모임’열려. 문화체육부, 독서문화상

시상

9. 18(5) 전자신문 전자도서관시스템 전국 확산. KAIST, 대학 등 주요

기관구축추진

9. 19(18) 동아일보 오홍채씨리비아풍물전

9. 20(22) 서울신문 국·공립도서관 만화 전문 코너 설치. 문체부 만화

산업진흥안확정발표

9. 21(23) 한국일보 “한국학 관련 도서관 초고속 성장”-미국 남가주대

도서관장캠벨박사

9. 22(27) 전자신문 저작권법공개토론회, 30일 국립중앙도서관

9. 27(33) 동아일보 10월의 문화인물, 장지 선생

9. 28(10) 서울신문 저작권 사용료 산출 기준 마련 시급. 박문석 국립도

서관부장음악저작권협회세미나서주장

10. 15(19)일간스포츠‘고전속의기행문’전시회. 21일까지국립도서관

10. 20(17)한국경제 국내 최대 사이버 도서관 문 연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5곳인터넷으로연결

10. 21(31) 한국경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등‘문화 비전 2000 보고

서’발표

10. 27(14) 도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한국관계자료수집과활용

10.27(2/13) 도서신문 우리 선조들의 해외 여행기, 풍물 넘어선 지적 탐험

담았다. 국립중앙도서관‘고전속의기행문’전시회

1997. 10. 29(12) 경향신문 11월의 문화인물, 백제학자왕인

10. 30(14)서울신문 오스트리아 극작가 슈니츨러 조명 단막극 공연·

비디오상

11. 7(25) 조선일보 어두운 국립도서관, 복사기도 작동 안 돼-독자 투고

(추경화)

11. 12(31)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저총합색인’발간

11. 12(23)한국일보 ‘책읽는소년’조각상에온갖낙서

11. 18(12)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폐관하오 5시는일러

11. 20(20)사람과사회 정신 문화‘대들보’왜 이 지경인가. 겨우 몇 군데,

예산도없고책도없는…

11. 21(31)한국일보 국립도서관연장근무여건상어려워

11. 26(19)조선일보 전자도서관시대열렸다

11. 28(7) 문화일보 국립도서관휴게실청소년흡연방치는문제

12. 23(13) 중앙일보 책내용도살펴볼수있게조회시스템보완할필요

12. 29(15) 서울신문 1월의 문화인물, 조선시대화가신윤복

1998

1. 8(18) 경향신문 어머니·자녀공용도서관

1. 15(17) 문화일보 문화부 권한 지자체 분산 바람직. 강내희 교수

‘문체부개편’논문서주장

1. 27(14) 조선일보 ‘움직이는도서관’98년 일정확정

2. 11(7) 문화일보 국립도서관외진곳위치. 공익차원교통편마련을

2. 16(16) 세계일보 학계도고비용저효율개혁시급

2. 19(13) The Korea TimesAmb. Brown Donates 66 Books

3. 10(2) 동아일보 3월의문화인물, 저항 시인이상화관련자료전

3. 13(15) 경향신문 선진국 도서 최대 고객은 정부. 세계 주요 도서관

예산현황

3. 17(27) 중앙일보 ‘전자도서관’공동 웹사이트 구축. 국립중앙·국회

등 5개도서관연결

3. 26(22) 경향신문 불편한도서관-독자투고(김종석, 김민형)

4. 8(20) 조선일보 한국관련외국도서전

4. 8(11)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문화학교, ‘자녀독서지도와…’

4. 14(26) 매일경제 지방서도출판물납본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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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 18(15) 전자신문 출판물납본대행체인천·대전으로확대

4. 23(27) 문화일보 한국관련외국도서전시회

4. 28(15) 동아일보 5월의문화인물, 조선후기실학자이익선생

5. 15(17) 세계일보 국가전자도서관대폭확대

5. 26(3) 경향신문 도서관 정보화 사업, 중앙도서관 운 등 정부 96

개사사업민간이양

5. 28(11) 경향신문 독서캠페인‘책으로여는세상’

5. 31(11) 한국일보 중앙도서관홈페이지

6. 1(2) 동아일보 생활속궁금증‘문화안내전화’서해결

6. 3(6) 한국일보 문화시설민간위탁, 운 권 전체이양아니다

6. 5(17) 조선일보 문화기관‘민간위탁’후퇴

6. 8(28) 국민일보 문화계‘정부사업민간위탁’강력반발

6. 18(18) 국민일보 ‘춘향의모든것’자료 300여 점 전시. 국문학자설

성경씨기획

6. 24(12) 전자신문 저작권심의위‘지식산업과저작권’세미나

7. 6(2) 독서신문 여름독서교실, 책도 읽고놀이도즐기고

7. 13(10) 경향신문 전자도서관사업박차

8. 1(5) 서울신문 부처별 업무 하반기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과

경 혁신

8. 6(29) 국민일보 잠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불친절, 기다림, 낙후…. 

자료 열람결국엔포기

8. 8(2) 중앙일보 국민회의 정치특위 추진.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

서관통합방안적극검토

8. 10(22) 문화일보 ‘책임경 행정기관제’졸속추진문화계발끈

8. 11 국민일보 도서관이여‘잠’을깨자-독자투고(허석)

8. 21(14) 경향신문 자녀독서지도강좌

8. 26 중앙일보 국립도서관 출입 금지, 중·고생 책 읽을 곳 없다-

독자투고(최주희)

8. 31 중앙일보 독서공간부족한중·고생, 지역도서관잘활용해야-

독자투고(이학건)

8. 31 한겨레 책과함께풍성한가을을. 전자도서관사이트소개

9. 4 동아일보 실직자를위한정보화근로사업

9. 7(A15) 동아일보 중국루쉰(魯迅) 미술대와의교수미술작품교류전

9. 15(19) 조선일보 세계언어사전전시회

11. 22(4) 독서신문 국립중앙도서관분관휴관

1998. 11. 22(4) 독서신문 거꾸로가는개혁. 문광부납본제도폐지·축소

12. 7(6) 경향신문 ‘도서관자료찢어가기’없어야

12. 8 중앙일보 도서관복사카드통일을-독자투고(주관홍)

12. 9(7) 중앙일보 도서관복사카드호환가능

12. 23(26)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겨울독서교실

12. 30(13) 문화일보 ‘책한장을통째로읽는다’, 감퓨타사광학문자인식프

로그램개발, 전자도서관구축사업

1999

1. 4(24) 세계일보 朝·英 통상조약등 7건서울시유형문화재지정

1. 5(7) 중앙일보 초저녁문닫는도서관개관시간더늘려야

1. 16 한국일보 도서관이용시간연장을-독자투고(남성현)

1. 19(36) 매일경제 국립도서관오후 9시까지문연다

1. 21(16) 조선일보 ‘압록강은흐른다’작가이미륵재조명활발

2. 1(24) 문화일보 정보화근로사업 1만 8000여 명새로뽑습니다

3. 3(25) 국민일보 고대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 ‘지도전’국립중앙도

서관서열려

3. 8(8, 9)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책임운 기관화

3. 11(24) 매일경제 DB 구축지원사서직 560명 선발

3. 15(14) 대한매일 항일 작가 이미륵 유품전, 탄생 100돌 맞아 국립중

앙도서관서

3. 15(17) 세계일보 ‘동서 문화 중재자’추앙 받는 이미륵. 탄생 100돌

기념행사뮌헨서개막

3. 18(19) 조선일보 ‘거룩한 한국 혼’이미륵. 獨서 탄생 100주년 기념

식을마치고

3. 19 조선일보 도서관이용예절지키자-독자투고(이동석)

3. 26(19)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책임운 기관화

4. 3(B2) 동아일보 ‘자녀독서지도’수강생모집

4. 6 조선일보 국립도서관 사물함 부족-독자 투고(주인)/ 주말

사물함부족양해하길(국립중앙도서관)

4. 8(6) 조선일보 ISBN 정착시키자

4. 17(B5)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확대 독서기 설치. 저시력인연대(회

장미 순)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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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20(17) 국민일보 공무원‘사랑의 수화 교실’인기. 국립중앙도서관 등

에근무하는민원업무공무원

4. 20(46)출판저널 ISBN을 올바로 사용하자. 오류 사례 60% 이상. 

효율적유통위해노력해야

4. 27 동아일보 국립도서관가방지참금지한심-독자투고(김종현)

5. 1(13) 경향신문 주요 공공도서관 자료 집에서 본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7개 기관통합서비스

5. 12(12) 매일경제 제1회우수 IP상시상식, 국립중앙도서관등4곳수상

5. 12 중앙일보 귀엣말에 휴대폰 통화 시끄러운 국립도서관-독자

투고(나정욱)

5. 20(47) 출판정보 한국문헌목록정보시디롬발행

5. 25(45) 매일경제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 사이버도서관 자료 163만 건

구비-인터뷰(정기 관장)

6. 21(A23) 동아일보 ‘5000년 역사’전산화나선다.

6. 22 한겨레 국립도서관 학위논문실 대기 시간 등 개선 필요

-독자투고(위성숙)

6. 28 한겨레 국립도서관논문실지원최선. 전용분관곧개관

6. 30 동아일보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폐지

7. 9(16)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학위논문실확대개편

7. 9(27) 대한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이용봉사헌장제정

7. 10(12) 전자신문 출판학회, ‘출판 유통 정보화’학술 대회 개최. 윤희

창관장초청강연

7. 10 조선일보 도서관 모습 부끄러워. 이용자 정숙 문제-독자 투고

(나정웅)

7. 10(12) 전자신문 공공데이터베이스, 방학 과제물해결에제격

7. 20(29) 출판저널 오래된책냄새가나지않는국립중앙도서관

8. 14(1) 전자신문 저작권법개정공청회

8. 16 동아일보 도서관자료훼손‘얌체족’짜증-독자투고(이은식)

9. 4(26) 매일경제 9월 독서의달행사풍성

9. 8(12) 국민일보 제2기도서관문화학교수강생모집

9. 15 중앙일보 공사, 이전 이유로 자료 열람 못하게 해-독자 투고

(임수진)

9. 16 동아일보 대출제한불편-독자투고(임수진)

9. 17 중앙일보 중앙도서관 열람 제한 이용 불편 최소화할 것. 내년

6월 정상화(열람봉사과이동호)

1999. 9. 27 동아일보 [동아일보를 읽고] 국립중앙도서관 내년 6월 정상

화-이동호

9. 29(15) 전자신문 도서통합정보시스템내달가동

10. 5(6) 매일경제 “청소년국립중앙도서관이용말라니”. 정동채 의원,

‘20세 미만출입제한’개정주장

10. 9 동아일보 [책동네소식] 어린이위한‘그림책원화전’열려

10. 15(16) 대한매일 학위논문 전용 도서관 생긴다. 서울 역삼동에 내달

개관

10. 18(31) 한국경제 학위논문전용도서관내달국내첫개관

10. 19(31) 매일경제 ‘디지털중앙도서관’추진

2000

3. 15 동아일보 ‘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 흉상, 서거 50주기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에제막

4. 3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18일~6월 1일‘자녀 독서

지도와문화교양강좌’를연다

4. 6 대한매일 [공무원교육기관탐방(11)] 국립중앙도서관

4. 10 국민일보 책고르기·독서지도법강의

4. 20 경향신문 ‘e-book’주제세미나개최

4. 22 전자신문 ‘전자책’이 출판 문화를 바꾼다.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관심집중

6. 26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내달부터견학프로그램운

7. 3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등 14곳내년부터‘책임운 ’실시

7. 11 대한매일 국립중앙도서관밤 9시까지이용가능

8. 25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표준 자료 관리’사용

설명회

8. 29 연합뉴스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관준공

8. 29 조선일보 공공도서관자료인터넷이용‘OK’

8. 30 동아일보 9월 독서의달행사풍성, 독서대상선발대회등

8. 30 연합뉴스 국립중앙도서관에‘북한자료실’개설

8. 31 국민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관

8. 31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北자료실개관

9. 2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새롭게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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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2 한겨레 “인터넷 안방 도서관 시대 열려”-윤희창 국립중앙

도서관장

9. 6 서울경제 ‘자녀가왕따당한다면…’, 국립도서관문화학교개설

9. 6 전자신문 ‘도서관정보화사업’정부차원강력추진

10. 4 서울경제 인터넷으로도서관간다

10. 5 한국일보 “이젠내코앞이도서관”

10. 14 서울경제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보급

11. 24 전자신문 ‘문화지식국가건설’, ‘IT 깃발’

11. 29 동아일보 소량복사위한복사기마련을

12. 8 조선일보 亞 디지털도서관컨퍼런스

12. 12 한국일보 고바우 20점 국립도서관기증

12. 14 서울경제 김성환씨, 국립중앙도서관에작품기증

12. 22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겨울독서교실개설

12. 25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윤희창)은 겨울 방학을 맞은

초·중·고교생들을위해…

2001

1. 29 매일경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서가배열방식변경

2. 20 디지털타임스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원과 DB 공동구축협력

2. 21 디지털타임스 CIP 제도 도입된다

2. 23 문화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도서관 DB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착수

3. 7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이용시간을…

3. 8 디지털타임스 13일부터도서관정보화특별교육

3. 9 디지털타임스 국가전자도서관제기능못한다

3. 10 조선일보 이규남서회화전, “누구나이해하는서예를”

3. 29 중앙일보 기생의 일생 술회‘소수록’발견. 명지대 국문학과

정병설교수국립중앙도서관에서발견

4. 7 경향신문 자녀독서지도학부모강좌

4. 11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에서‘자녀 독서 지도’강좌 열어.

17일부터 4개 주제로

4. 12 동아일보 도서관문화학교강좌

2001. 4. 25 디지털타임스 국립도서관‘전자책가격’논란

4. 30 국민일보 ‘컴퓨터로 책 읽는 집 도서관 목표’-신현택 국립중

앙도서관장

5. 30 동아일보 동국대임기중교수, ‘연행도폭’도첩알고보니‘항

해조천도’

6. 14 대한매일 국립중앙도서관 9급 10명 특채

6. 14 디지털타임스 전자책사업, 이 달 말업체선정

7. 17 조선일보 27일~8월 26일‘오세창전’. 한국의 서화에 예술혼

을새기다

7. 23 동아일보 [도서관을 살리자 中] 정책 문제 없나. 도서 구입비

턱없이부족

9. 10 조선일보 도서관문화학교개설

9. 10 동아일보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11일

~11월 1일 도서관문화학교강좌…

9. 25 동아일보 국립어린이도서관없는나라

10. 5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개화기개신교희귀자료선뵌다

10. 5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고문헌 전시회’, 한국 개신교

전래사한눈에

11. 19 매일경제 중앙도서관음악회개최

12. 18 디지털타임스 중앙도서관디지털자료실개관

12. 18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자료실개관

12. 18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에디지털자료실, VOD·AOD 서비스

제공

12. 20 한국일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자료실개관, 책없는첨단도

서관이열렸다

2002

1. 15 한국일보 도서관일부책찢기고낙서까지…. 관리 엉망

2. 4 국민일보 ‘페르시아의향기와이슬람의빛’전

2. 5 동아일보 고대페르시아문화진수를만난다

2. 5 한국일보 페르시아예술에흠뻑

2. 14 코리아헤럴드 National Library to launch monthly concert

series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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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5 디지털타임스 국가전자도서관현황문제점

3. 6 동아일보 6. 25 납북자명단첫발견

3. 6 중앙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고서 6. 25 납북자 8만명

명단발견

3. 6 세계일보 6. 25 납북자명단첫발견

3. 7 동아일보 납북과월북(송문홍) 

3. 8 동아일보 6. 25 피랍자가족두번운다

3. 12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루마니아수교 12돌 기념전시회

3. 12 조선일보 ‘Enjoy Rumania-Art and Tradition’한국과

루마니아수교 12주년기념전시회

3. 20 동아일보 前 고교 교사 정판규 씨 국립도서관에 책 8000여

권기증

3. 20 경향신문 “지식은 나눠 가질 때 더 커지죠”美 유학 시절

모은책 8000여 권중앙도서관기증

3. 20 중앙일보 美 유학 15년간모은책 8000권 기증

3. 20 서울경제 “8000권 외국 도서 기증 소중히 간직”국립중앙

도서관, 정판규씨에감사패

3. 20 매일경제 국립도서관에장서 8000권 기증

4. 8 동아일보 “저학년아이독서지도이렇게하세요”

4. 8 문화일보 “저학년아이독서지도이렇게하세요”

4. 8 동아일보 자녀독서지도와문화교양강좌

4. 23 문화일보 오늘‘세계책의날’

4. 29 동아일보 캐나다어린이그림책전시

5. 23 동아일보 국립도서관의‘책사랑릴레이운동’

5. 23 문화일보 본보‘책선물릴레이’전국도서관확산

6. 10 조선일보 한국문학상수상작전시, 중앙도서관서내일부터

7. 20 국민일보 도서관책주파수로찾는다

7. 29 동아일보 늘어가는책무게감당못해도서관건물곳곳균열

8. 24 동아일보 고전읽기백일장대회개최

10. 4 동아일보 ‘자녀 독서 이렇게’,

도서관문화학교 15일~내달 21일

10. 26 동아일보 11월 3일전후만화의날, 만화주인공과만나보자

11. 1 동아일보 “만화보러가자”, 3일 만화의날 139명 作 전시

2003

1. 7 디지털타임스 [업종별웹사이트비교평가39] 국·공립도서관

1. 10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무선인터넷도서검색

1. 23 디지털타임스 국립중앙도서관무선랜구축

1. 23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무선랜환경구축

1. 31 동아일보 국내최초의책없는디지털도서관건립

1. 31 대한매일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1. 31 한국경제 반포에‘첨단’디지털도서관

1. 31 경향신문 반포에디지털도서관건립

1. 31 세계일보 반포에‘디지털도서관’

3. 3 중앙일보 자녀독서지도도서관학교

3. 20 전자신문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논문 등 디지털 학술

자료공유

5. 6 디지털타임스 중앙도서관유니코드적용

6. 4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정보휴대전화서비스시작

6. 7 중앙일보 ‘움직이는도서관’서비스실시

8. 29 동아일보 독서의달행사

9. 3 동아일보 ‘자녀와 30분 책읽기운동’창립

9. 25 동아일보 韓-加‘사진 속 우정’100년. 수교 40년 맞아

사진전

12. 17 세계일보 한국근대사재조명자료수립. 국립중앙도서관, 사진첩

‘일본의조선’등공개

2004

1. 10 조선일보 귀중한 고서 229종 633책 소개. 국립도서관‘선본

해제 V’펴내

2. 17 조선일보 푸른 눈에 비친 우리 옛 모습. 국립중앙도서관, 29

일까지‘한국관련서양서’전시

2. 21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매월유라시안필하모닉무료음악회

2. 24 서울신문 도서관에울려퍼지는실내악선율

2. 25 내일신문 국립중앙도서관이용연령 18세 낮춰

2. 27 매일경제 중앙도서관이용연령 18세 이상으로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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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연령을 현행‘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하향조정

3. 5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서‘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창립식열려

3. 8 한국일보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출범

3. 25 한국일보 국립문화시설야간연장개방

3. 25 한겨레 덕수궁·경주박물관 야간도 개방. 국립도서관은 밤

10시까지

3. 25 디지털타임스 국립중앙도서관DB 구축사업자에신세계아이앤씨

4. 3 동아일보 도서관문화학교봄학기강좌

4. 6 서울경제 “봄향기속독서공부해보세요”

5. 28 한겨레 도서관사서가하는일은?

8. 9 조선일보 국립중앙도서관“애들은가라”

9. 4 조선일보 중앙도서관장서500만권훈증관리법, 책도‘찜질’

받아야건강해진대요

9. 14 서울신문 “40년 만에장서 500만 권돌파”-임병수국립중앙

도서관장

9. 14 세계일보 “디지털 콘텐츠 선진국 수준 확보하겠다”-장서

500만 권돌파국립중앙도서관장임병수씨

9. 15 동아일보 미, 광복 전 한반도폭격지역정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발굴공개

9. 15 동아일보 국립중앙도서관장서 500만 권시대

9. 15 서울신문 작곡가황문평씨유품 3000점 국립중앙도서관에

9. 16 서울신문 서울신문 전신 대한매일신보, 국립중앙도서관서

특별전시

9. 17 서울신문 햇살가득다락방

9. 25 조선일보 우리의국립도서관위상은…

10. 11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가을학기강좌

11 .12 한겨레 국립중앙도서관‘선본해제 VI’발간

11. 15 세계일보 순한문, ·불문 표기 구한말 여권 공개. 국립중앙

도서관, 희귀 자료 197종 591책 해제

│부록│V. 국립중앙도서관관련신문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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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VI. 연표

1945~1947
1945. 10. 15 국립도서관개관(관장 이재욱, 부관장 박봉석, 정원 34명,

입관자수 173명, 요금 20전)

11. 23 개성에소개된도서조사

12. 8 비본정리에착수하여 12월 11일에 완료

12. 10 미국인 총무과장 Mr. Matarasso, 법률 도서 이관에 관하

여상의차내관

12. 21 분관설립계획안작성

12. 23 학무과장 E. N. Locked, 예술종교과장 최승만, 미국인

과장 E. I. Knejevich 내관, 법무국 법률도서관 법률 도서

이관문제와도서관학교설립문제상의

1946. 1. 2 개성소개도서화차 2량이서울로이송

1. 9 전국도서관실태조사에착수

1. 11 열람요금 50전으로인상

1. 18 여직원 16명을신규채용, 기구 개편

1. 22 분관설립계획안제출

2. 19 도서관학교설립결정

2. 25 도서관학교신입생모집공고및원서접수개시

3. 1 국립도서관보(월간) 발행 결정

3. 6 비본 4000책 열람개시

3. 12 국립도서관보제1호 발행

3. 20 도서관학교합격자 26명 발표

4. 1 도서관학교개교식및입학식거행

4. 30 법제처 미국 장교 1명, 한국인 직원 10명이 법률도서관

접수차내관

5. 1 법률도서관이관을반대하여요로에진정

5. 7 임진왜란통군대장사심대사유물전람회개최

5. 9 열람회수권제실시

5. 11 12시 30분 법률도서관안이중지되었다고특별방송

5. 26 해방기념제1회 조선문화대강좌개최

6. 4 국립도서관휘장결정

6. 10 한말외교문서전시회개최

7. 26 활자인쇄기및활자구입

8. 12 해방이후출판물전람회개최

8. 31 도서관학교제1회 졸업식

1946. 10. 11 해인사에소개한도서환원

11. 6 열람요금 1원으로인상

1947. 1. 1 국립도서관보를‘文苑’으로 개제하고 활자 인쇄로

발행

4. 22~4. 30 도서관사업강습개최

6. 18 문도서실, 연구실, 아동도서실신설

7. 24 수원이동도서관개시

8. 23~9. 5 인천월미도해수욕장에임해문고신설

8. 25 조선서지학회창립

10. 14 국민학교국어교과서에도서관삽입

11. 조선십진분류표발간

1948~1959

1948. 2. 24 도서관을주제로한아동현상작품당선자발표

5. 13 직원감원

6. 21~6. 27 조선서지관계도서전람회개최

7. 21~8. 25 인천월미도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2 분관설치내규승인

9. 20~ 9. 28 폭서점검실시

10. 12~10. 16 도서관사업강습개최

10. 조선목록규칙발간

12. 1 수원직할문고신설

1949. 1. 5 수원문고규칙제정

5. 2 국립도서관직제공포

5. 20 오후 8시까지개관

6. 25 국립도서관, 교통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의 도서관

연합배구대회개최

7. 11 인천에임해문고설치

9. 13~ 9. 21 폭서점검실시

10. 3 서울대학교운동장에서도서관연합운동회개최

10. 21~10. 26 도서관사업강습회개최

1950. 7. 3 북한의전권(全權)이 본관점거

7. 18 이재욱관장, 박봉석부관장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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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9. 10 본관을 점검했던 북한 전권(全權)이 고서 1만 672책을 우

이동으로이송

10. 5 남상 서기관, 국립도서관임시관리인으로취임

10. 7 공군무장차량 1대, 군인 3명의 협조로우이동에은장(隱

藏)된 도서발견, 운반

10. 18 아동문고개실

11. 2 직원 3할감원

11. 6 남상 관리인겸총무과장, 관장서리로취임

12. 1 고서 1만 1429책을부산으로소개

1951. 1. 6 부산시립도서관에 국립도서관 연락사무소 설치, 소개 도

서를경남관재국창고에입고

2. 17 제2대조근 관장취임

5. 6 소개도서정리

1952. 8. 25 전관원서울에복귀

11. 1 재개관

1954. 9. 1~ 9. 18 도서관실무강습개최

11. 14~11. 20 아동도서전시회개최

11. 21~11. 27 국내출판도서전시회

1956. 5. 8 제3대정홍섭관장취임

1957. 1. 25~5. 30 보수공사

2. 21 제4대박만규관장취임

5. 31 재개관

8. 25 아현동서고 2층 1부를열람실로개조

9. 20 아현분관중고생을위하여개관

10. 10~10. 17 한국고문집전람회개최

1958. 2. 28 제5대김상필관장취임

7. 1 어린이열람실본관후편으로이전

국립도서관보격월간으로복간

정기간행물열람실신설

참고도서열람실신설

7. 이종문·권 희 직원, 미국 Peabody대학 도서관학과

유학

10. 20~10. 26 한국귀중도서전시회개최

12. 5 동국신속삼강행실도발간

12. 목록함을첩중식으로개조

1959. 1. 기구개편

3. 중·고교생입장중지조치

3. 31 중·고등실폐지

4. 아현분관열람실증설

5. 1 오후 10시까지개관

7. 열람 카드 재작성 시작, 8.15 이전 일본 도서 로마자화

시작

10. 20~10. 27 해방이후신간도서전시회개최

1960~1969

1960. 7. 11 남상 관장취임

9. 이종문사서저‘국립중앙도서관의기능비교’발간

10. 17 한국귀중도서전시회개최

1961. 4. 29 제6대최태호관장취임

10. 10 귀중도서전시회개최

10. 장서분류목록제1권 발간

1962. 5. 장서분류목록제2권발간

8. 장서분류목록제3권발간

10. 10~10. 17 위창선생소장고서전시회개최

11. 2 제7대이춘성관장취임

12. 장서분류목록제4권발간

1963. 동서, 서서, 고서를일련된번호로등록

3. 장서분류목록제5권발간

3. 23 도서관법공포로국립중앙도서관이됨

5. 13 제8대최락구관장취임

9. 10~ 9. 17 문집, 전기류고서전시회개최

1964. 2. 최락구관장아세아·태평양지역도서관장회의참석

6. 문교부와이화여대공동으로사서교사강습개최

8. 제9대이종항관장취임

9. 하기임간문고설치(안양)

11. 5 제10대 백 수관장취임

1965. 1. 4~ 1. 30 사서과강습(160시간)

3. 26 도서관법시행령공포(대통령령제2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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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0. 11~10. 30 정사서자격취득강습(한국도서관협회주최)

11. 계속간행물색인작업사서과에서조사연구과로이관

12. 국립도서관순회문고설치

1966. 3. 23 도서관법시행규칙공포(문교부령제172호)

5. 27~ 5. 28 전국공공도서관장회의개최(27개관 41명 참석)

9. 한·일 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반환

문화재중마이크로필름용복사대상목록작성완료

10. 사무용목록을정비하여기본목록과사서목록으로분할하

고열람용목록을정비하여서양서사전체목록으로분할

한·미정부간행물교환협정체결

열람자를위한복사업무시작

1967. 2. 국립중앙도서관직제개편

문홍주문교부장관초도순시

3. 13 도서관법시행령개정공포, 국제교류를위한도서관자료

납본규정공포(대통령령제2964호)

5. 제11대 설인수관장취임

7. 변산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조사연구과에서신문기사색인작업착수

9. 아현분관증축

9. 20 정·준사서강습

1968. 3. 제12대 신순갑관장취임

제2회정·준사서자격취득강습

6. 경포대임해문고설치

7. 정책자료속보발간

9. 25 제2회사서강습

11. 제13대 이창세관장취임

상호대차협정시행규칙완성, 제1차 회의개최

1969. 1. 미국 유타족보학회 당관 소장 족보 마이크로화 작업 문교

부승인받음

5. 미국도서관협회(ALA),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문

헌관리연맹(FID) 가입

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발간

아세아·태평양 국립도서관장회의에 이창세 관장, 장일세

사서과장참석

국립중앙도서관부설한국도서관연구회창설

1969. 9. 참고실에미국정부간행물코너설치

10. 국립도서관표창규정제정

1970~1979

1970. 3. 기능직 공무원 시험 실시권 및 사서자격증 발급권 국립

도서관에위임(대통령령제4710호)

개인문고 1호 일산(김두종)문고설치

4. 제5회준사서자격취득강습

8. 본관 주최로 강릉시립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미나개최

11. 제3차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제주도 북군

교육청)

1971. 1. 고서목록, 선본해제제1권 발간

3. 제7회준사서자격취득강습

5. 이두휘집발간

6. 제14대 구본석관장취임

1971. 7. 경포대임해문고설치

12. 제15대 이상규관장취임

개인문고 2호로우촌문고설치

1972. 1. 고서목록, 선본해제제2권발간

문헌정보발간

중앙공무원교육원고서인수

3. 외국참고자료코너설치

1972. 3. 20~ 4. 29 제8회준사서자격취득강습

5. 19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에 청소년독서상담교실

개설(자매결연부락)

6. 국회도서관과친선체육대회개최

7. 25~ 8. 14 경포대, 변산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10. 개인문고 통합 개설(위창 오세창, 일산 김두종, 우촌 이동

호, 승계임창재), 개인문고총목록발간

12. 고서목록, 선본해제제3권, 외국도서종합목록발간

1973. 도서관업무편람, 참고업무연구, 고서목록제4권, 선본해제

제4권, 고문서해제제2권, 외국도서종합목록제3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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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 9~ 1. 20 제6회어린이겨울방학독서회운

4. 외국교환간행물총목록발간

6. 학술논저총합색인제1집(법률학) 발간

6. 5 의산안홍천씨의의산문고설치

6. 14~ 6. 15 ’73 제1차 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대전시립도서관)

7.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발간

7. 25~ 8. 14 경포대, 만성리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9. 제5회정사서자격취득강습

1974. 1. 한국서지학사전, 외국도서종합목록, 학술논저총합색인, 대

한민국출판물총목록발간

1. 9 제2회전국겨울독서교실운 (11개 도서관 1149명수료)

3. 12~ 5. 9 제12회 준사서강습(73명 수료)

7. 8 어린이회관건물을매입하여이전확정

8. 5~ 8. 14 여름독서교실개최

11. 4 제13회 준사서강습

11. 5~12. 2 이전준비를위해휴관

12. 2 남산어린이회관건물로이전, 개관

12. 21 국립중앙도서관직제개정공포(대통령령제7423호)

1975. 1. 외국도서종합목록제5집발간

1. 4 제16대 오성식관장취임

1. 6 제10회 겨울독서학교운 (12개 도서관 1135명 수료)

3. 17~ 5. 15 제14회 준사서강습

4. 9 특수연구실(500원/일)과 세미나실(3000원/일) 개설

5. 2~ 5. 3 전국공공도서관춘계세미나개최

7. 7 독서학교담당사서강습

7. 22~ 8. 10 경포대해수욕장에 강릉시립도서관과 공동으로 임해문고

설치

8. 4 여름독서학교운 (14개 도서관 1303명 수료)

9. 24~ 9. 30 독서주간행사

9. 27 보은도서관, 성주도서관, 강진군립도서관을 시범도서관으

로지정

10. 20~12. 17 제15회 준사서강습

11. 6~11. 7 전국공공도서관추계세미나개최

1976. 1. 5. 188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당관소장교과용도서

전시회개최

1976. 2. 9~ 3. 2 아현분관 소장 구동서 3만 9203책, 고서 2만 8288책 등

총 7만 5613책 본관이전

2. 12 겨울독서학교문교부장관시상식(단체 1, 개인 3명)

4. 12~ 4. 18 도서관주간행사

4. 13~ 6. 12 제16기 준사서강습

5. 2~ 8. 31 한국고인쇄자료전시회개최

5. 13~ 5. 14 전국공공도서관춘계세미나(춘천시립도서관)

5. 31~ 6. 5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개최(29개국400여명참석)

7. 26~ 8. 9 경포대, 남해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4~ 8. 13 여름독서교실운

9. 20~12. 28 고문서전시회개최

10. 4~11. 4 제7기정사서강습

11. 18~11. 19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서울시립남산도서관)

12. 1 강화군립도서관, 합천도서관, 정읍도서관에 시범도서관

지정

1977. 1. 10~ 1. 19 겨울독서교실운 (12개 도서관 1146명 수료)

3. 16~ 5. 18 제17기 준사서강습

4. 1~ 6. 30 당관소장고지도전시회개최

4. 11~ 4. 16 도서관주간행사

5. 13~ 5. 14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목포시립도서관)

5. 16 제17대 손희식관장취임

7. 25~ 8. 8 경포대, 대천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8~ 8. 18 여름독서교실운

10. 5~12. 19 제18기 준사서강습

11. 10~11. 30 주요도서 3000권 폭서작업실시

1978. 1~ 1. 18 겨울독서교실운 (22개 도서관 1917명 수료)

3. 28~ 6. 2 제19기 준사서강습

5. 15~ 6. 30 황성순보, 독립신문등신문전시회개최

5. 25~5. 26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전주시립도서관)

7. 4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081호)으로 사서

보 8명, 사서서기 8명증원

7. 24 상주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7~8. 14 여름독서교실운 (21개 도서관 4337명 수료)

9. 15 손희식관장에딘버러에서개최된제39차 FID, ASLIB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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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9. 21 학술논저총합색인(정치학편) 발간

9. 24 독서주간행사실시

9. 25~12. 1 제20기 준사서강습

10. 2~10. 22 도서관휘총발간

10. 5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발간

10. 26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진해중앙도서관)

11. 20 외국도서종합목록발간

11. 25 외국고서목록제3집발간

12. 20 덕, 천안, 삼척, 임실도서관시범도서관지정

1979. 1. 8~1. 17 겨울독서교실운 (23개 도서관 2142명 수료)

2. 14 사서직특채선발시험실시(대학졸업자)

2. 16 사서직특채선발시험실시(초대졸자)

2. 22 사서직특별채용합격자발표(대졸 7명, 초대졸 6명)

3. 1~5. 31 3.1운동 관계자료전시회개최

3. 26~6. 5 제21기 준사서강습

4. 9 아현분관개축개관

4. 17~4. 18 제15회도서관주간행사(작가이청준·윤흥길, 사회김병익)

4. 19 겨울독서교실문교부장관상시상식(단체 1, 개인 6명)

4. 26~4. 27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제주도립도서관)

5. 2 아현분관‘아현골소식’발간

6. 18 국립중앙도서관직장새마을부녀회조직

7. 2 제18대 황천성관장취임

7. 23~8. 8 경포대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2~8. 11 여름독서교실운 (24개 도서관 2187명 수료)

8. 25~9. 7 제45차 IFLA 총회참석(덴마크코펜하겐)

9. 24~9. 30 제25회 독서주간행사

10. 22 역삼도서관인수(지하 2층, 지상 3층)

11. 22~11.23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대구시립도서관)

1980~1989

1980. 1. 7~1. 16 제20회 겨울독서교실운 (26개 도서관 2106명 수료)

1. 10 국립중앙도서관업무자동화제1차 회의개최

2. 5~2. 9 국립중앙도서관서예회회원전

1980. 2. 20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실험용포맷제정

3. 2~4. 30 당관소장先生案 전시

3. 18~5. 30 제22기 준사서강습실시

4. 12~4. 18 제16회 도서관주간행사

4. 24~4. 25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여수시립도서관)

6. 23 제19대 박상인관장취임

8. 5~8. 14 여름독서교실운 (23개 도서관 3307명 수료)

8. 12~9. 19 제7기정사서강습

9. 24 제26회 독서주간행사

10. 20 전두환대통령당관방문

10. 30~10. 31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안동시학생도서관)

11. 8~11. 17 겨울독서교실운 (31개관 4019명 수료)

1981. 1. 1 사서수당지급

1. 22 이규호문교부장관초도순시

3. 16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교환

3. 18~ 5. 29 제23기 준사서강습

4. 13~ 4. 19 도서관주간행사

5. 21 서울대도서관과상호협력을위한제1차공동운 위원회개최

5. 28~ 5. 29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정독도서관)

6. 2~ 6. 20 한국문헌자동화목록교육실시

6. 24~6. 26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주최로도서관자동화에관한

세미나개최

7. 20~8. 7 경포대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8. 3~8. 12 제23회 여름독서교실운 (39개 도서관 5111명 수료)

8. 5 제20대 노계현관장취임

9. 24~9. 30 제26회 독서주간행사

9. 30 국립중앙도서관분관개관(역삼동)

10. 20~10. 26 제8기정사서강습

10. 27~10. 30 전국 공공도서관 세미나 개최(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

1982. 1. 여주군립도서관, 양군립도서관을시범도서관으로지정

1. 7~1. 16 겨울독서교실운 (32개 도서관 3621명 수료)

3. 16~5. 29 제24기 준사서강습

4. 15~4. 18 도서관주간행사

4. 29~4. 30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대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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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6. 23~8. 22 올림픽관계자료전시

6. 30 ’82 전반기 추천국민독서자료 선정 결과 발표(총 243종

277책)

7. 19~7. 24 사서직직무교육실시

7. 26~8. 10 경포대해수욕장에임해문고설치

7. 27 역삼분관노인전용온독실개실

8. 7 지도협력과와조사연구과를협력연구과로통합

전산실신설(대통령령 10885호)

8. 20 노계현관장제48차 IFLA 총회참석

9. 24~9. 30 제28회 독서주간행사

9. 24~10. 25 김선오협력연구과장미국도서관계시찰

9. 26 역삼분관제1회어린이독서백일장실시(학생 168명참가)

9. 29 여름 독서교실 문교부장관상 시상식(학생 12명, 교사 8명

수상)

10. 23 국립 3개 도서관 친선 체육 대회(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

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11. 15~11. 19 제2차 아세아·오세아니아지역 국립도서관장회의(일본)

노계현관장참석

11. 25~11. 26 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부산시민도서관)

12. 13~12. 18 제1회 목록자동화처리를위한강습

12. 21 국립중앙도서관직제개정공포(대통령령제7423호)

1983. 1. 11~1. 21 제26회 겨울독서교실운 (1050개교 3846명 수료)

2. 1 입관료폐지(1인당 10원)

2. 7 추천국민독서자료전시회(231종 277책)

2. 21 분관이동도서관개관

2. 28 노계현관장마산대학장으로발령, 이임식거행

3. 2 제21대 권숙정관장취임

3. 22~4. 29 제9기정사서강습

4. 1~4. 18 공공도서관부회 상임연구위원회 개최(공공도서관 소속 일

원화문제토의)

4. 12~4. 18 제19회 도서관주간행사

4. 14 알랭 구르동(Alain Gourdon)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

방문(도서관자료상호교환논의)

5. 학술지‘도서관’게재논문, 연구실적으로인정

6. 7 국립중앙도서관인쇄카드배포규정제정(규정제104호)

1983. 6. 9~6. 10 ’83 춘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전주시립도서관)

6. 14~6. 30 피카소 삽화전(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스페인대사관 공동

협찬, 40여 종)

6. 27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제2차운 협의회개최

6. 27~7. 9 ’83 사서직공무원직무교육실시

7. 9 국립 3개 도서관 친선 체육 대회(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8. 2 여름독서교실운 (1217개교 5924명 수료)

8. 31 인쇄카드속보제1권 제1호 출력, 회원 도서관에배포

9. 24~9. 30 제29회 독서주간행사

10. 22 KORMARC 프로그램및구축데이터제공시작

10. 23 제2회어린이독서백일장개최(194개교 169명참가)

10. 26~10. 27 ’83 추계 전국 공공도서관 세미나 개최(충북학생회관도

서관)

11. 26 한· , 한·독외교관계자료전시회개최

11. 29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단행본용(예비노트판) 발간

1984. 1. 11~1. 21 제28회 겨울독서교실운 (1253개교 4761명 수료)

1. 27 KORMARC운 협의회총회개최

3. 2 사서직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과정 승인 지정(공무원교육훈

련법시행령제8조제2항규정에의거)

3. 19 본관 신축 기공식(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대지 141,290㎡

(4만 2740평), 건평 42,975㎡(1만 3000평), 지하 1층

지상 7층, 500만 권소장규모)

4. 1 고서위원 위촉(강주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진주 전

문화재위원, 심우중 중앙대 교수, 안춘근 중앙대 교수,

이찬 서울대 교수, 정형혜 연세대 교수, 천혜봉 성균관대

교수, 최승희서울대교수)

4. 12~4. 18 제20회 도서관주간행사

5. 2~5. 3 ’84 춘계 전국 공공도서관 세미나 및 정기 총회 개최(춘

천공공도서관)

6. 1984년부터자료(동양서) 정리에 KDC를사용하기로결정

6. 4 당관소장한장본전시(병서관계자료 159종 180책)

6. 11~6. 23 사서직공무원전문교육실시

6. 16 국립 3개 도서관 친선 체육 대회(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

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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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6. 25~6. 30 ’84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워크숍개최

8. 1~8. 11 여름독서교실운 (1603개교 7849명 수료)

8. 19~8. 25 제50차 IFLA 총회참석(케냐나이로비)

9. ~11. 제27기 준사서강습

9. 24~9. 30 제30회 독서주간행사

10. 25 검색요어(Thesaurus) 개발을위한세미나개최

10. 28 제3회어린이독서백일장개최

11. 8~11. 9 ’84 추계 전국 공공도서관 세미나 개최(대구직할시립

북부도서관)

11. 19 제2회인쇄카드평가회

12 .3 사서직 공무원 특별 채용 추천 후보자 공개 경쟁 시험

(3명 합격)

12. 10 현규섭 전산실장,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 자동화 시스

템(UTLAS) 훈련 참석(1985.2.10까지)

12. 2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표준용) 발간

1985. 1. 16~1. 26 겨울독서교실운 (67개 도서관 6257명 수료)

3. 8 KORMARC 운 협의회총회개최

3. 18~3. 23 ’85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워크숍 일반과정

개최

4. 12~4. 18 제21회 도서관주간행사

5. 6~5. 25 ’85 초급사서실무자직무교육실시(1기)

5. 18 일본출판판매주식회사에서 도서 기증(84년분 7194책,

85년분 7000책)

5. 20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ASPAC) 도서관학 대회 개최

(10개국 744명 참석)

6. 3~6. 22 ’85 초급사서실무자직무교육실시(2기)

6. 4~6. 5 ’85 춘계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제주우당도서관)

7. 24 여름독서교실운 (1690개교 8133명 수료)

8. 18 제51차 IFLA 총회 참석(미국시카고)

9. 24~10. 30 제31회 독서주간행사

9. 24~10. 31 ’85 추천국민독서자료전시

10. 27 어린이독서백일장실시

10. 30~10. 31 ’85 추계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인천시립중앙도서관)

11. 7~11. 8 ’85 전국시범공공도서관장세미나개최

12. 24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발간

1985.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4, 장서목록 동서양 제4권(정

치·법률·경제·국방), 외국도서종합목록1984, 학술논

저총합색인 제13집(사회학), 추천국민독서자료서평집

1985 발간

1986. 1. 15~1. 25 겨울독서교실운 (1697개교 6511명 수료)

4. 3 제3회인쇄카드효용평가회

4. 21~5. 10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4. 29~4. 30 ‘86 춘계공공도서관지역세미나개최

4. 30 신설공공도서관관계자업무협의

5. 9 ‘86 독서교실문교부장관상시상

5. 19~6. 7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6. 16~7. 5 8·9급 대학도서관실무자교육실시

6. 19 신축본관상량식

7. 18~8. 24 여름독서교실운 (1263개교 5681명 수료)

8. 24~8. 29 제5회 IFLA 총회 참석(일본동경)

10. 1~10. 31 ‘86 추천국민독서자료전시

10. 2~12. 30 한국교과서전시(분관전시실)

10. 16~10. 22 제32회 독서주간행사

10. 19 제5회어린이독서백일장행사

10. 20~12. 20 제11기 정사서강습

10. 23~10. 24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관리자 세미나 개최(반도유스

호스텔)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5, 장서목록 동양서 제5권

(이학·의학), 외국도서종합목록1985, 학술논저총합색인

제14집(미술), 추천국민독서자료서평집1986 발간

1987. 1. 겨울독서교실운 (5175명 수료)

1. 15 일본학술정보센터 內藤衛亮 초청, 일본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특별강연회개최(세미나실)

3. 9 국립중앙도서관이전준비반설치

3. 9~3. 28 ’87 중견 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3. 21 권숙정관장이임

3. 28 제22대 주순호관장취임

4. 6~4. 25 ’87 중견 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5. 1 ’87 겨울 독서교실 문교부 장관상 시상(학생 13명, 교사

13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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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6. 18 ’87 춘계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부산시민도서관)

9. 24~9. 30 제33회 독서주간행사

10. 22~10. 23 ’87 추계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경북도립구미도서관)

10. 28 도서관법개정

10. 30 도서관법의회통과

11. 28 도서관법, 법률제3972호로공포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6, 장서목록제6권(공학·공업), 외국

도서종합목록1986, 학술논저총합색인제15집(체육학) 발간

1988. 1. 겨울독서교실운 (81개관 6556명 수료)

2. 15 국립중앙도서관휘호비제막식‘국민독서교육전당’

3. 22 제23대 이천수관장취임

4. 12~4. 18 제24회 도서관주간행사

4. 25 ’88 독서교실 문교부 장관상 시상(학생 10명, 교사 7명

수상)

5. 28 본관 신축 개관(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 총 면적 141,905㎡, 건축 면적 43,684㎡)

한 판본자료전시

6. 13~7. 2 ’88 제1기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7. 11~7. 30 ’88 제2기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8. 11 국립중앙도서관직제개정, 대통령령제12503호 공포

8. 16 도서관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제12506호 공포

8. 27~9. 3 제54차 IFLA 총회 참석(호주시드니)

9. 5~9. 24 ’88 제3기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9. 5~10. 3 세계불교예술전개최

9. 11 사서직(7·8급) 국가공무원특별채용공개경쟁시험실시

10. 13~10. 14 ’88 추계전국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설악유스호스텔)

10. 24~10. 30 제34회 독서주간행사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7, 장서목록 제7권 동양서

(산업·교통), 외국도서종합목록1987, 학술논저총합색인

제16집(음악) 발간

1989. 1. 겨울독서교실운 (95개관 6266명 수료)

1. 12 컴퓨터시스템 TANDEM Non Stop TXP 202 가동

4. 3 한국시집전시회개최

4. 12~4. 18 제25회 도서관주간행사

4. 17~5. 6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1989. 5. 22~6. 30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5. 29~6. 30 개인문고전시회개최

6. 15 ’89 춘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당관대강당)

7. 5 고문서전시회개최

7. 26 제39회 여름독서교실운 (111개관 8270명 수료)

8. 19~8. 26 제55차 IFLA 총회 참석(프랑스파리)

9. 도서관발전위원회설치및제1차 회의개최

9. 18~10. 7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11. 9~11. 10 ’89 추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경주코오롱호텔)

11. 20~11. 25 도서관업무전산화강습회일반과정개최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8, 장서목록 제86권 동양서

(보유판), 외국도서종합목록1988, 학술논저총합색인제17집

(풍속·민속학) 발간

1990~1994

1990. 1. 겨울독서교실운 (104개관 6256명 수료)

1. 15 도서관 업무 전산화 관련 특별 강연회 개최(초청 강사 :

일본학술정보센터宮澤彰)

3. 6 반환문화재자료전시회개최

4. 1 제24대 정희천관장취임

4. 12~4. 18 제26회 도서관주간행사

5. 10~5. 11 ’90 춘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수안보파크호텔)

5. 14~6. 2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5. 21~5. 26 사서직 해외 연수(직원 14명,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외

3개도서관)

6. 4~6. 9 관내직원을위한 KORMARC 교육실시

6. 11~6. 30 중견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6. 12 하버드대학도서관의백린선생초청강연회

6. 28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자문위원회개최

7. 2~7. 6 제41회 여름독서교실운

7. 5 협력연구과내한국문헌번호센터설치

8. 18 제56차 IFLA 총회 참석(스웨덴스톡홀름)

8. 24 국제ISBN관리기구에공식가입(국별번호‘89’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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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3~9. 22 초급사서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9. 24~9. 30 제36회 독서주간행사

10. 12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규정제정

11.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발족

11. 1~11. 2 ’90 추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유성관광호텔)

11. 6 일본학술정보센터소장猪瀨博 박사초청강연회

11. 6~11. 19 독일연방공화국도서전시회

12.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89, 외국도서종합목록1989, 

학술논저총합색인 제18집(가사·가정학) 발간

12. 7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총회개최

12. 10~12. 15 도서관업무전산화강습회개최

12. 17 한국역대문학상수상작전시회

1991. 1 학술지‘도서관’의별책부록으로‘도서관계’발간

겨울독서교실운 (1849개교, 8287명 수료)

2. 7 도서관진흥법안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법률 제4352

호)

3. 11~5. 4 한국독립운동사자료전시회

4. 8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제13342호 제정공포

국립중앙도서관교육부에서문화부로소속변경

4. 8~4. 27 초급사서직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4. 16 ‘전국도서관인큰모임’국립극장대극장에서거행

5. 29~6. 4 소비에트연방공화국도서전시회

6. 10~6. 29 중견사서직직무교육실시

6. 29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사서직 및 전산직의 직급

별명칭변경

6. 29~7. 5 중국인문·사회과학도서전시회

7. 여름독서교실운 (146개관 8654명 수료)

7. 29~8. 1 움직이는 도서관, 청소년여름문화학교에 참가(무주리조트

캠프장)

8. 16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부령제7호 공포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문화부령제8호공포

8. 22 국립중앙도서관심벌마크제정

8. 27 ISSN국제센터에정식가입

9. 16 PC용 도서관 업무 전산화 패키지 자체 개발, 1018개

기관에보급

1991. 9. 24~9. 28 제37회 독서주간행사

9. 30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행자 번호 신청 접수 개시(협

력연구과내한국문헌번호센터) 

10. 1 한국문헌번호편람-도서번호편발간·배포

10. 1~10. 10 당관소장서화전시회

10. 21~11. 9 초급사서직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10. 24 야외음악회(서울윈드앙상블연주)

10. 29 도서관문화학교제1기 강좌개강

도서관과 조각과의 만남(김세중조각상 수상 작가 7명의

작품 17점)

11. 11 ISDN 전문가초청강연회(한국과학기술원과공동으로개최)

11. 11~11. 16 사서직해외연수(직원 15명, 중화민국국립중앙도서관등)

11. 15~11. 16 ‘91 가을철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당관대강당)

11. 25 기업정보자료실개실

12. 한국경제신문사의 KETEL에 도서관소식란개설

12. 2~12. 4 PC용 도서관 업무 전산화 패키지 강습회 개최(12. 9~11

일, 2차 실시)

12. 12 KORMARC의 KS화를 위한 포맷 및 기술규칙(안)의 개

정안을위한공청회개최

12. 17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공포(문화부에 도서

관정책과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의기구2부7과 1담당관 1분

관으로확대개편, 분관장직급5급에서4급으로상향조정)

1992. 1. 제44회 겨울독서교실운 (132개관 9120명 수료)

1. 15 지하철역(서초역,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도서관까지

셔틀버스운행(평일 1시간간격으로)

1. 24 이수정문화부장관초도순시

1. 25 지원협력부장에조옥래, 열람관리부장에조원호승진발령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보, 데이콤의 천리안II를 통한

온라인서비스개시

1. 29 정희천관장, 일본학술정보센터주최학술강연회참석

2. 17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한국공업규격(KS C5862) 제정

3. 1 본관 이용자 연령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4. 1~4. 18 ‘포르투갈인들의 여행과 제 문명의 만남’전시(주한 포르

투갈문화원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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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4. 2~4. 7 도서관업무전산화 PC패키지(KOLAS) 전국 도서관에

무상공급

4. 8~4. 10 15대 시·도문화예술과도서관행정담당자교육실시

4. 13 안진수지원협력부장승진발령

4. 13~4. 25 초급사서직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4. 14~4. 18 제28회 도서관주간행사

5. 제17회 어린이독서주간행사

5. 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 접수개시

5. 11~5. 23 중견사서직실무자보수과정교육실시

5. 12 도서관문화학교개강

5. 18 자율복사제도시험운

5. 22~5. 23 ’92 춘계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전주덕진종합회관)

5. 30~5. 31 제2회 5월 도서관큰잔치(분관)

6. 27 KORMARC 단행본용포맷 KS 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

6. 30~7. 5 사서직해외연수(직원 17명, 대만 주요도서관)

6. 30 신착자료실설치

7. 여름독서교실운

7. 1 이용자를맞이하고안내하는업무사서전담으로변경

7. 20 분관업무에 KOLAS 적용

8. 문화부령 제11호로 도서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각종 민

원에대한처리기간단축

8. 10 이용규칙 중 제2조 개정, 정기 휴관일을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로조정

8. 14~8. 17 관내소독실시

8. 30~9. 5 제58차 IFLA 총회 참석(인도뉴델리)

9. 직원 정예화 추진 기본 계획 마련, 18개 분야의 연구반

편성·운

9. 1 온라인목록검색대상자료, 1945~1982년납본자료까지확대

9. 8~9. 22 ‘헝가리의 평화로운 변화’사진 전시(주한 헝가리대사관

주최)

9. 16 소공동옛터에국립중앙도서관옛터표석설치

9. 23~9. 30 제38회 독서주간행사

9. 24 고전운 실설치

10. 한국문헌번호편람 : ISBN·ISSN 발간

10. 12~10. 24 제2기중견사서직공무원보수과정직무교육실시

1992. 10. 26 ’92 가을철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당관대강당)

11. 11 도서관문화자료실개실, 고전운 실내개인문고실개실

11. 16~11. 26 ISDS국제센터에서 실시하는 ISSN국가센터 실무자 교육에

박성철사서참석

11. 30~12. 2 도서관 업무 전산화 교육 실시(대학도서관 및 전문·특수

도서관)

12. 7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총회개최

12. 7~12. 9 도서관업무전산화교육실시(공공도서관)

1993. 1. 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KS 제정, KSC

5867(공업진흥청고시제93-24호)

1. 11~1. 20 겨울독서교실운

1. 20 국제교환자료 인수 주관과 조정, 국제도서교환센터 운

규정폐지

2. 1~2. 28 제46회 겨울독서교실독후감상화전시

2. 1 한국문헌번호발행처명감발간·배포

2. 3 제5열람실에장애자전용열람석 4석마련

2. 12 본관주전산기기증설(TANDEM Non-Stop Cyclone-R)

2. 15 온라인목록실에터미널 8대추가설치

2. 20~3. 22 제25회 문화부추천도서전시(분관전시실)

2. 23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선정 행운의 책 전시회 개최(190

여 권)

3. KS 제정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단행본용발간·배포

3. 3 이용자용온라인검색터미널 6대, 각 자료실에설치

3. 11 제25대 이경문관장취임

3. 15 정기 이사관지원협력부장발령

3. 9~3. 27 렘브란트기록사진전시(네덜란드대사관공동주최)

4. 6~7. 13 도서관문화학교운

4. 12~4. 18 제29회 도서관주간행사

4. 13~4. 16 PC용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 Ver 2.0 사용법교육

4. 14~4. 17 탄광·농어촌에책보내기운동전개(4664책 전달)

4. 19 HITEL에 국립중앙도서관문헌정보서비스확대실시

4. 21~4. 22 한국문헌번호(ISBN·ISSN) 제도 실무자교육실시

5. 1~5. 31 세계의아름다운책전시

5. 10~5. 22 사서직공무원중견실무자직무교육실시

5. 21 ’93 공공도서관대회개최(대전직할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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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22~5. 23 어린이책잔치행사

5. 29~5. 30 5월 청소년책잔치행사개최(분관)

6. 7~6. 8 대형컴퓨터용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사용교육실시

6. 14~6. 26 ’93 제2기 사서직공무원중견실무자직무교육실시

6. 27~6. 29 정기방역소독(임시휴관)

6. 29~7. 3 직원해외연수(10명, 일본국립국회도서관등5개도서관)

7. 1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도서관소식’제1권 제1호

발간(반월간)

7. 21~8. 14 ’93 해변도서관운 (부안상록·몽산포·연포해수욕장)

7. 28 전자도서관개실(문화부장관외 150여 명참석)

8. 21 제59차 IFLA 총회참석(스페인바르셀로나)

9. 24~9. 27 일반장서가를위한 PC용도서관리프로그램보급

9. 24~9. 30 제39회 독서주간행사

9. 27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92 발간

9. 29 사서직일본어해외연수(조재순사서)

10. 11 ’93 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당관대강당)

10. 11~10. 16 ISBN국가센터장 회의 참석(헝가리 부다페스트, 조길숙

서지표준과장)

10. 11~10. 30 사서직공무원신규실무자교육실시

10. 20 공공도서관 지원용 국산 주 전산기 선정(금성사의

Miracle 2000, 삼성의 SSM 7000)

10. 29~11. 7 ‘나를감동시킨이한권의책’전시

11. 1~11. 30 미국의회도서관훈련참가(이숙현사서사무관)

11. 8~11. 20 ‘그림책의세계’전시회(계몽사공동주최)

11. 29~12. 3 도서관 업무 전산화 교육 실시(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연속간행물용)

12. 23 현명덕지원협력부장발령

이미륵관련자료약 300점 인수

여주이씨(星湖 李瀷) 문중 자료약 800점 인수

연속간행물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및 기술규칙(안)

발간

1994. 1. 대학도서관과학위논문 DB 공동구축활용추진

삼성전자그랜드피아노 1대 기증

1. 10~1. 22 겨울독서교실운

1. 25~2. 5 성호이익및이미륵관련기증자료전시

1994. 2. 외국기관소장자료에대한복사서비스제공

3. 22~5. 4 도서관문화학교운

3. 2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정공포(법률제4746호)

3. 28~3. 31 대형컴퓨터용도서관업무전산화강습회개최

4. 11~4. 30 사서직공무원신규실무자교육실시

4. 12 제4회전국도서관인큰모임

4. 12~4. 18 제30회 도서관주간행사

‘베스트셀러 50년전’전시

4. 24~5. 1 이경문관장, 중국국가도서관방문

4. 28 중국 북경도서관 汪東波 사서 10개월간 국립중앙도서관

연수

5. 4 문화체육부 조직 개편(어문출판국 폐지, 도서관정책과가

생활문화국으로 이관, 정원 260명에서 251명으로 축소

조정)

5. 10 고전자료상담실개설

5. 16 제26대 김광인관장취임

5. 20 ’94 공공도서관대회개최(창원 KBS홀)

5. 29 ’94 어린이책잔치

6. 8~6. 20 이란전통민속문화전시회개최

6. 20~6. 25 사서직공무원전문교육과정독서지도교육실시

6. 23~6. 30 분단문학전시회

6. 24~6. 31 한 본불경및불서전시회

7. 제49회 전국공공도서관여름독서교실실시

7. 18 자료이용편의를위해도서관자료이용환경대폭개선

8. 1 1800년대한국관련자료 2점을독일서점에서구입

8. 12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제16호 공포

8. 21~8. 28 제60회 IFLA 총회 참석(쿠바아바나)

9. 9월 독서의달행사

9. 5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 정부대

표단출국(이귀원고전운 실장)

9. 13 고 유형승 교수 기증 장서 도서관 문화자료실 비치(고서

위원회에서결정)

9. 14 임병수문화체육부총무과장이지원협력부장으로승진발령

9. 24 책돌려읽기운동, 한우리독서운동본부와공동으로전개

9. 27~9. 30 지역센터문헌정보온라인검색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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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제작, 전국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배포

10. 4~11. 9 도서관문화학교운

10. 5~10. 14 공공도서관 직원 미국 도서관계 연수(단장 박용덕 문화연

수과장)

10. 17~10. 21 제20차 ISSN센터장 회의 참석(프랑스국립도서관, 박성철

사서참석)

10. 21 ’94 공공도서관세미나개최

10. 22~10. 28 중국국가도서관부관장포함 3인초청

10. 28 도서관계전국모니터 13명 위촉

11. 17 주제명검색용어집공청회개최

출판정보자료실개실(분관)

11. 21~11. 23 도서관업무전산화교육실시(연속간행물용KORMARC)

12. 14 연속간행물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KS 지정(KSC 5795,

공업진흥청고시제1994-833호)

12. 22 겨울독서교실운 (208개관참가)

12. 23 정부 조직 개편(문화체육부 내 도서관정책과, 박물관과와

통합, 도서관박물관과로변경)

1995

1 출판예정도서정보반월간으로창간

1. 12 남인기지원협력부장발령

1. 26 주돈식문화체육부장관연두순시

1. 28 김동철 사서, 호주 국립도서관 6개월 연수(한·호 문화협

정에의거)

2. 15 일본소재한국고서목록발간·배포

3. 20~3. 29 KOLAS 교육 실시(1차: 공공·대학·학교도서관, 2차 :

전문도서관)

3. 30 제27대 김용문관장취임

4. 12~4. 22 제31회 도서관주간행사

4. 13 전국움직이는도서관발전토론회개최(분관)

4. 14 ’95 전국도서관인큰모임

4. 18~5. 24 도서관문화학교운

1995. 5. 1 국립중앙도서관 문 표기명 변경, ‘The National

Central Library’에서‘The National Library of

Korea’로

5. 18~5. 20 이용자설문조사실시

5. 22 보존서고동설계안현상공모(1996년착공, 1998년완공예정)

5. 24~6. 4 제2차세계대전종전 50주년기념폴란드사진전

5. 26~5. 28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참석(호주

브리스벤, 김동철사서참석)

5. 28 5월 어린이·어버이책잔치행사

5. 30 ’95 공공도서관대회개최(당관대강당)

6. 1 해외 유출 한국 고전적 조사 및 인 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6. 13~6. 15 UNIX용 연속간행물시스템교육실시

6. 19~6. 24 직무분야별전문교육인독서지도담당자과정교육실시

6. 19~6. 29 한·아세안고위직사서연수및세미나개최

6. 26~7. 7 산탐국제어린이그림전개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주관)

7. 도서관 업무 전산화 관련 발간 자료 제작·판매권, 한국

도서관협회로양도협약체결

7. 17~8. 18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분교 소장 한국 고전적 조사·

인위해김동황고서전문원파견

7. 18~8. 19 여름독서교실운

7. 20 보존서고 설계안 현상 공모 당선작 발표(건우사 종합건축

사무소)

7. 24~7. 29 인도네시아인들을주제로사진전시회개최

7. 25~8. 13 ’95 여름해변학교운 (몽산포, 만리포, 연포해수욕장)

8. 18~8. 30 제61회 IFLA 총회참석(터키이스탄불)

8. 21~8. 31 PC용 연속간행물시스템교육실시

9. 9월 독서의달행사

9. 1~9. 20 ‘한국만화의어제와오늘전’전시

9. 11~9. 30 사서직공무원신규실무자과정

9. 14 ‘일본은없다’의작가전여옥씨초청강연

9. 14~10. 24 문화학교운

9. 17 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실시

9. 21~9. 22 한국페스티발앙상블도서관실내악축제

9. 22 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필기시험합격자발표(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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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 25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기술분과위원회개최

10. 5 국립중앙도서관고서위원회회의개최

10. 5~10. 11 ’95 호주 읽기 자료전(호주 관련 자료 400여 책

전시)

10. 16 개관 50주년기념행사

10. 16~10. 30 국립중앙도서관 50년 자료전전시

10. 30~11. 3 몽골국회도서관직원 2명국립중앙도서관연수

(M. Quantulga, P. Jargalsaihan)

10. 31 ‘독서가족 가곡의 밤’음악회 개최(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

부와공동주최)

11. 1~11. 7 한·중문화협정에의한도서관업무교류

11. 13~11. 17 러시아국립도서관 직원 2명 국립중앙도서관 연수(Mary

E. Trifonenko, Serguei Kazantsev)

12. 5 법원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상호견학·방문

12. 14 납본대행관계자실무협의회개최

12. 20 ISBN을 적용한 POS 운 사례발표회개최

1996

1. 10 러시아 극동 지역 3개 대학에 한국학 자료 지원 추진

(러시아 국립극동대학,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대학, 러시아

우스리스크사범대학에지원할한국학자료목록송부)

1. 15 김 수문화체육부장관방문

1. 24 제28대 김진무관장취임

2. 7 러시아 극동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할 한국학 자료 목록

2차분송부

2. 2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에 의한 출판 도서 정보 온라인

서비스시작

2. 27 ’96 공공도서관협의회상임연구위원회개최

2. 28 ’96 제1차 도서관전산화자문위원회회의

3. 토요전일근무제실시(국립중앙도서관자료실전면개방)

3. 25~3. 31 한·중 문화 교류 계획에 의한 중국 국가도서관 대표단

방문

4. 10 법원도서관장방문·견학

1996. 4. 12~4. 18 도서관주간행사실시

‘한국문학번역작품과노벨문학상수상작품전’전시

4. 16~5. 23 ’96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4. 23~5. 4 멕시코여류작가사진전개최

4. 29~5. 3 PC용 도서관업무전산화 패키지(단행본용 KOLAS

Ver.3.0) 사용자교육

5. ‘도서관계’와‘이달의책’통합발간

5. 17~5. 31 현대미술한·일교류전(한·일현대미술작품 40여점)

5. 20~5. 22 PC용 도서관업무전산화 패키지(단행본용 KOLAS

Ver.3.0) 사용자교육

5. 22 ’96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당관대강당)

5. 26 5월어린이·청소년독서큰잔치

6. 1~6. 30 6월의문화인물유일한박사기념전시회

6. 18 태국국·공립도서관사서 20여 명방문·견학

6. 24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에 의한 출판 도서 정보 온라인

서비스확대

7. 6 ’96 전국어린이·청소년독서큰잔치시상식

7. 22~7. 27 여름독서교실운

7. 23~8. 2 ’96 한국의 이미지전 개최(재뉴질랜드한인회 주최, 미술

작품 53점 전시)

7. 29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 유료로 운 (2시간까지 무료, 

매 30분마다 1000원 부과)

8. 5~8. 16 이스라엘 도서전 개최(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 공동 주최,

이스라엘관련서적 400여 책전시)

8. 12~10. 1 전국 공공도서관 멀티미디어 랩(LAB) 운 요원 교육 실

시(삼성전자지원을받아 15기로나누어실시)

8. 24~8. 31 제62차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참석(중국북경)

7.~8. 이수은 사서 인도 뉴델리 기록보존학교에 연수(1996~

1998년 한·인도 문화교류계획에 의거, 자료 보존 관련

연수과정(8주))

9. 9 ’96 전국도서관인큰모임개최(당관대강당)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 폐지, 주제별자료실로 확대

개편. 정보봉사실(1층)·전자도서실(5층) 개편 운

9. 16 공공도서관지역대표관(총 15개관) 지정

9. 17 9월 독서의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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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17~11. 5 ’96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운

9. 19~9. 26 한 반포 550년 기념 한 문헌 자료전 개최(석보상절

등한 관련귀중본과관련자료 100여 점전시)

9. 20 중국도서관학회唐紹明 부회장방문

10. 4 한국문헌목록형식 비도서자료용 KS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 4~10. 11 한국 근·현대 문학 희귀 자료 전시회(한국애서가클럽

주최, 한국 문학관련희귀자료 2000여 점전시)

10. 11~10. 15 이용자독서실태조사

10. 24 히로시마 청구문고 설치(다케오 에이지(瀧尾英二) 씨, 

원폭 관련자료 753점 기증)

10. 25 도서관협력망회의개최

11 고바우김성환작품전시실설치(‘고바우’만화작가김성환

화백, 자료 376점 기증)

11. 6~11. 15 국·공립도서관사서해외연수(1조 40명)

11. 7~11. 20 포르투갈 지도 전시회‘지도 제작술에서의 동·서양의 만

남’(주한포르투갈대사관과포르투갈문화원공동주최)

11. 14~11. 23 국·공립도서관사서해외연수(2조 40명)

11. 25 국립중앙도서관보존서고신축기공식

12. 세계국립도서관협력과제모음발간

12. 9~12. 10 루마니아국립중앙교육연구도서관Geroge Anca 관장방문

1997

1. 한국문헌목록형식비도서자료용KS 제정·보급(1507개처)

’97 겨울 독서교실 실시(210개 공공도서관, 1만 2000여

명참여)

1. 15 김종민문화체육부차관방문

1. 20 전자도서실(5층) 업무가지원협력부전산담당관리실로이관

1.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기탁도서관으로지정

2. 14 김도경 교수 개인문고 설치 심의회 개최(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한 김도경 교수가 기증한 4300여 책이

개인문고설치요건에적합한지심의)

2. 20 국제연합(UN) 자료 기탁도서관으로지정

1997. 2. 20~2. 22 국립중앙도서관이용설문조사실시

2. 20~2. 28 한· 만남 200주년 기념 자료전 개최(주한 국대사관

공동주최)

2. 25 ’97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

3. 12 국립중앙도서관분관, 유치원생대상 1일 독서교실개강

3. 20 일본무스비메노회원도서관견학

3. 25 제29대 정기 관장취임

4. 학술지‘도서관’의본문정보하이텔서비스개시

국립중앙도서관지방출판물납본대행제도실시

4. 2~4. 5 코리아네트(KRNET) ’97 전시회 참여(국내학술자료 화

상정보서비스, 분담목록시스템, 한국문헌목록 CD-

ROM 등 출품)

4. 10 문화체육부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 간담회 개최(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설명회)

4. 12~4. 18 도서관주간행사

한국의고전국역자료모음전전시

4. 15~5. 27 ’97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4. 18 세계무역기구(WTO) 기탁도서관으로지정

4. 21 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에대한공청회개최

4. 22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개최

4. 30 공공도서관특별연구위원회개최

국가정책자료확충을위한 1차 회의개최

5. 7 국가정책자료확충을위한 2차회의개최

5. 15~5. 24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자료전(석보상절 등 고서와

세종대왕관련문헌, 사진, 유물 등 200여 종전시)

5. 25 기획예산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을 민간 위탁 및 이양 검

토대상으로선정

6.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 계획(시안) 작성, 재정경제원

에 제출

6. 1 청강문고설치(청강김도경교수가기증한 4277책을 개인

문고로설치)

6. 12~6. 29 포르투갈과 세계의 개방화 전시회(주한 포르투갈문화원,

신대륙 탐험과 인문 지리 및 항해 기술 관련 자료 100여

점전시)

7. 3~7. 25 7월의 문화인물이세보관련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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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 7 직제 개편(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 전문 교육 전담 부서

설치, 지원협력부 → 지원연수부로 변경, 문화연수과 →

사서연수과로 변경, 지도협력과 → 지원협력과로 변경,

문화연수과에서 수행하던 전시회 등 문화 행사는 열람봉

사과, 독서 진흥 시책에 관한 업무는 지원협력과로 이관,

사서연수과는사서의교육훈련업무만전담)

7. 14~7. 16 PC용 분담목록시스템사용자강습회실시

7. 18. 공무원교육훈련법(제7조)에 의한 사서전문교육 특수훈련

기관으로지정

7. 18~8. 26 여름독서교실개최(259개 1만 5200여 명참여)

8. 5~8.30 8월의 문화인물 박제가 관련 전시(북학의(필사본) 등 문

집, 서화(복제품) 등 30여 점)

8. 11 국가문헌정보 종합 DB 구축 추진(분담목록시스템 Ver

1.0 프로그램 보급 및 공공도서관 지역 센터 운

개시)

8. 19 전자도서관시범사업감리실시

8. 31~9. 5 제63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 참가(덴마크코펜하겐,

정기 관장·이숙현사서사무관·박성철사서등 3명)

9. 국립중앙도서관 윈도우즈용 관내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추진

9. 4~9. 14 한 판 고대소설 및 딱지본 전시회(구운몽, 홍길동전 등

과원앙도(딱지본) 등 150여 종전시)

9. 11 ’97 전국 도서관인큰모임개최(당관대강당)

9. 19~9. 26 ‘리비아-문명의 요람’사진전 개최(주한 리비아대사관 주

최, 리비아관련사진 70여 점전시)

9. 23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초등학생 초청 견학(삼육재활원,

한국구화학교학생 40여 명초청)

9. 23~10. 30 ’97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운

10. 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계획확정

10. 10~10. 27 ’97 사서직해외연수실시

10. 14~10. 21‘고전 속의 기행문’전시회(간양록(看羊錄), 표해록(漂海綠)

등 36종 전시)

10. 23 공공도서관협의회운 위원회회의개최

10. 25~11. 5 ‘1900년무렵비엔나의사랑과죽음- 아르투어슈니츨러’

전시회(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주최)

1997. 10. 28 유닉스(UNIX)용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KOLAS-MU)

강습회실시

11. 학술논저총합색인제25집(문화재편) 발간

11. 2~11. 8 ’97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실시, 중국 대표단방한

11. 7~11. 14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원전(평신도와 사제들로 구성된

150여 명중 65명의미술작품전시)

11. 21~11. 28 한국섬유산업디자인전개최

12. 8 ’97 제2차 공공도서관협의회운 위원회회의개최

12. 15 도서관전산화자문위원회회의개최

12. 22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KOLAS Ver3.5) 및 분담목록

시스템(Ver1.0) 보급 개시

1998

1. 5~1. 10 겨울독서교실운

1. 22 알뜰시장 개최(판매 대금 및 잔여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1. 26 ‘나라사랑금모으기’운동에동참(정기 관장을비롯한

직원 90여 명이금반지등 3378g(900돈)을 위탁)

1. ~3. 국가문헌종합목록 DB 구축 사업 추진(전국 공공도서관에

소장자료에대한문헌정보DB를제공해줄것을요청)

2. 2 장서구성위원회회의개최(1998년도장서확충계획심의)

2. 2~6 스리랑카 독립 5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주최, 민속·풍물사진 40여 점전시)

2. 7~2. 13 책을 주제로 한 회화전‘Book-Painting’개최(홍익대학

교미술대학출신작가의작품 30여 점전시)

2. 17~3. 6 노르웨이 현대 장식 미술전‘숲의 선물, 베틀의 선물’개

최(주한노르웨이대사관주최)

2. 18 Steven Brown 주한 국대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

기증(‘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등 국관련도서 67책 기증)

2. 20 ’98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

2. 24~28 헌정 관련 자료전 개최(각종 헌정 자료 12종, 정부 수립

관련자료 18종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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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28 조직개편(2부 6과 1담당관 1분관으로축소/ 총 정원 248

명에서 221명으로 감축/ 서지표준과 폐지/ 국제표준자료

번호(ISBN, ISSN) 제도 업무는 납본과, 서지 발간 업무는

자료조직과로인계/ 전산담당관은정보화담당관으로명칭

변경)

3. 10~3. 31 3월의문화인물이상화관련자료전개최

4. ’98 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실시

국립중앙도서관본·분관, 건물 안전진단실시

4. 6~4. 30 한국 관련 외국 도서 전시회 개최(개화기 전후 우리나라

에관련된외국자료 106책 전시)

4. 10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개최

4. 12~4. 18 도서관주간행사

4. 13 지방 출판물 납본 대행 제도 확대 실시(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에 이어 인천과 대전광역시로 확대/ 납본 대행 기

관 : 인천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전광역시립한밭도서관)

4. 21~5. 28 ’98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5. 기업정보자료실내에벤처기업자료코너설치

유닉스(UNIX)용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 단행본시스템

기능보완판(Ver3.5) 보급

5. 8 한국문헌번호운 심의소위원회개최

5. 12~5. 18 ’98 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실시(방중대표단: 윤희창

지원연수부장, 조길숙정보화담당관, 권재윤자료조직과장)

5. 30 국민독서캠페인‘책으로 여는 세상’개최(김대중 대통령

참석)

6. 2차년도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추진(연속간행물, 비도서자

료용)

공공도서관협의회’98 공공도서관요람발간배포

6. 1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http://www.nl.or.kr) 개편

6. 8~6. 11 제2회 정보화 추진 종합 전시회(KOEX) 참가, 전자도서관

시스템출품

6. 10~6. 30 춘향전특별자료전(연세대국학연구원과공동주최)

7. ’98 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집계발표

7. 6~7. 15 ‘아랍 세계로의 기행’사진전 개최(한국·아랍친선협회

주최, 아랍 세계와 이슬람 문화 관련 사진 100여 점

전시)

1998. 7. 18~7. 31 여름독서교실운 (260여 개, 1만 6000여 명참가)

7. 23 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공청회개최

7. 24 공공도서관협의회특별연구위원회개최

8. 도서관정보망종합발전계획추진을위한연구책임자선정

8. 3~8. 29 정부수립 50주년기념정부간행물전시회

8. 11 사서자격증발급업무, 한국도서관협회에위탁

8. 16~8. 22 제64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 참가(네덜란드 암스테

르담)

9. ’98 하반기정보화근로화사업추진

9. 8~10. 22 ’98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운

9. 15~9. 26 ‘세계각국언어사전’전시회개최

9. 19~9. 26 제2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실시

9. 22 일본도서관협회 임원 3명 방문(구리하라 히토시(栗原均)

이사장)

9. 23 국제도서관연맹(IFLA) 레오 부그트(Leo Voogt) 사무총장

방문

10. 15 정보화근로사업 전자도서관 DB 구축 사업자 확정 및 인

력 모집(국가문헌종합목록 DB 구축: 아이켄시스템(주), 주

요 자료본문정보 DB 구축: 현대정보기술(주))

10. 1~10. 15 ‘16~17세기 포르투갈 지도에 나타난 한국-문헌 및 자료

전시회’(주한 포르투갈문화원주최, 지도와문헌자료 100

여 점)

10. 15~10. 1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설명회 개

최(517개처, 650여 명참석)

10. 19~10. 31‘CD의세계’전시회개최

(국내외에서발간된 CD 자료 120여 점전시)

10. 21 KS 제정을 위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전거 통제용

및소장정보용형식) 공청회개최

10. 26~11. 2 제2차 ASEAN 고위직 사서 한국 도서관 연수 사업

실시(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국립도서관 고위직

사서 10명을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및 도서관 연수

실시)

11 정보화근로사업 전자도서관 DB 구축 사업자 추가 확정

(KCC정보통신, 포스데이타(주), NWP(주), 세종정보기술,

메가닉스, 현서정보통신추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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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1999. 2. 정보화근로사업전자도서관 DB 구축사업실시

11. 30~12. 13‘한눈으로 본 미학’스위스 작가 2인 컬러 사진전 개최

(주한스위스대사관주최, 현대스위스관련사진 60점)

12. 1~1999. 8. 31 본관건물보수·보강공사에따른부분휴실

1999

(1998)12. 25~1. 25 겨울독서교실운 지원(239개관 1만 4941명)

1. 4 인터넷홈페이지도메인변경

(국립중앙도서관 : www.nl.or.kr → www.nl.go.kr,

국가전자도서관 : www.dlibrary.or.kr →

www.dlibrary.go.kr)

1. 6 십지경륜(十地經論) 등 고서귀중본지정(34종 45책)

1. 20~6. 18 경 진단 관련 주요 검토 대상 업무에 국립중앙도서관

의 책임운 기관화 문제 포함, 반대 의견 제시해 최종적

으로제외되었음

2. 1 소장자료전화예약이용제실시

2. 18~2. 27 이란 문화 및 민속 공예품 전시회 개최(주한 이슬람공화

국대사관주최, 유리 세공품등 100여 점전시)

3. 4~3. 12 예루살렘 고대 지도전 개최(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주최,

지도·사진 23점, 유물(사본) 40여 점전시)

3. 20~3. 25 이미륵박사탄생 100주년기념전시회개최(이미륵박사기

념사업회주최, 관련문헌50여점·사진60여점전시)

3. 22 ’99 정보화근로사업착수

3. 26 ’99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

4. 12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 일부 교체(공공도서관 명칭

및 기능 변경에 따른 조치, 광주광역시립도서관·원주

도서관·나주공공도서관 신규 지정)

4. 13~4. 30 주제사라마구작품전개최(주한포르투갈문화원주최)

4. 19~4. 30 ’99 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실시

4. 20 저시력인용 확대 독서기 설치 운 (전국저시력인연대로부

터확대독서기 2대기증받음)

4. 20~5. 27 ’99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1999. 4. 26 인터넷 정보 관리 및 공공도서관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착수

5. 1 국가전자도서관원스톱통합서비스실시

5. 4 ’98 정보화근로사업전자도서관 DB 구축완료보고회

5. 12 우수공익 IP상 수상(PC통신에제공하는문헌정보)

이란국제정치연구소와자료교류협정체결

5. 14 ISBN 배정 및사용에관한설명회개최(330명 참석)

5. 24~5. 31 제3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실시(주제: 도서관과

저작권, 신인용열람봉사과장·이치주사서사무관·한정원

사서일본방문)

5. 30~9. 20 분관보수보강공사

6. 10~6. 13 제3회 정보화 추진 종합 전시회 참여(국가전자도서관시

스템출품, COEX)

6. 11 제30대 윤희창관장취임

6. 22 ‘전 국민 책 읽기 운동’거리 캠페인 실시(문화관광부의

연중 캠페인 홍보 차원, 강남역 부근에서 윤희창 관장을

비롯해직원 30여 명참가)

7. 12 국립중앙도서관이용봉사헌장제정선포

7. 19~8. 28 전국여름독서교실운 지원(294개관 1만 7813명)

7. 22 전자자료관(제2국립도서관) 설치추진건의

8. 2 도서관전산화패키지(KOLAS) Y2K 문제 해결판보급

8. 9~10. 30 중국연변대학도서관직원(김익씨) 연수 실시

8. 16 국가전자도서관과언론종합정보(KINDS) 홈페이지연계

8. 16~10. 31 본관학위논문실이용서비스일시중단(분관이관조치)

8. 20~8. 28 제65차 IFLA 총회 참가(태국방콕개최)

9. ’99 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집계발표

9. 1 이경구부이사관승진발령

9. 7~10. 21 ’99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운

9. 9~2000. 6. 본관보수보강공사

10. 1 통합정보시스템(KOLIS) 가동

10. 11~10. 16 자료 보존 연수단 일본 파견(선명순·이수은·윤경환 등 3

명, 국립공문도서관·국립국회도서관등방문, 제1회일본도

서관박람회참관, 한·일도서관협력에관한세미나참석)

10. 15 개관 54주년 기념 행사(학술 세미나·자료집 발간·기념

음악회개최) 

│부록│VI. 연표

602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1999. 10. 15 새로운 도서관 심벌마크 제정 공포(도안 : 조의환, 책과

CD-ROM의이미지결합)

10. 25~11. 8 미국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조사 및 인 추진(박은봉 사

서, 미국의회도서관등방문)

10. 26~11. 1 제3차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장이엔보 부관장, 루이

후이핑 판공실주임, 지앤롱쥔감찰처장등 3명한국방문,

주제 : 도서관문헌정보자원의공동구축및공유의문제)

11. 1 학위논문관개관(분관)

11. 5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 개

정, 학위논문관개관등에따른것임)

11. 19 몽골의회도서관직원연수 (얀진쯔렌등 3명)

11. 26 ISBN 배정및사용에관한설명회개최(450명 참석)

12. 10 ‘금난새와함께하는도서관음악회’개최

12. 15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윈도우즈용 개발(1999년도

가을판부터보급)

12. 16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KS 제정(전거 통제용 : KSX

6006-4/ 소장 정보용 : KSX6006-5)

12. 22 ’99 정보화근로사업 완료(국가문헌종합목록 DB 구축 237

만 건, 주요 자료본문정보 DB 구축 588만 면)

12. 28 묘법연화경등고서귀중본지정(18종 19책)

인터넷 정보 관리 및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개

발완료

2000

(1999)12. 21~1. 27 전국겨울독서교실운 지원(251개관 1만 3048명)

1. 3 문홈페이지서비스제공

도서관현관에도우미(3명) 배치

1. 6~1. 18 발간 자료에 대한 설문 조사(421개 배부처를 대상으로

간행물 5종에대한설문조사실시)

1. 7 자원봉사자간담회개최

1. 16~2. 5 일본연구사서연수프로그램참가(이재선사서주사)

1. 31~2. 5 공공도서관 지역센터에 리스 기간 만료 주 전산기 무상

양여

2000. 2. 1 일본국립국문학연구자료관관장松野陽一방문(국립중앙

도서관소장일본고서MF 복제협조요청및협의)

2. 8 간행물편찬위원회의개최

2. 9 통합정보및표준자료관리시스템전문가자문회의개최

2. 14 문헌정보학과교수초청간담회, 장서구성위원회회의개최

2. 18~4. 15 전국도서관전산화현황조사·분석실시

2. 28 학위논문관개관기념세미나

해외Web DB 이용에관한직원교육

2. 29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의개최

3. 3 공공도서관협의회 2000년도 제1차 운 위원회의 개최(공

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시연)

3. 6 국제교류관련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데이터갱신

3. 11 이미륵박사흉상제막식(이미륵문고)

3. 13 ‘전자책의현황과미래’특별강좌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특별위원회 구성(반장: 지원연수부

장, 반원: 각 과장 8명, 간사 : 1명)

3. 16 SBS 라디오‘책하고 놀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특집

생방송

3. 20~4. 1 제1차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전담반

가동(지역센터 9개관 10명)

3. 22 2000년도정보화근로사업전자도서관DB 구축사업시작

3. 31 ISBN 도서 정보제공을위한협약체결(도서전문인터넷

웹진‘BOOKS CHOSUN’에 ISBN 도서 정보 실시간 제

공, 협약일로부터 1년간) 

본·분관, 장애인용점자블럭설치공사

4. 5 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실시

4. 10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소위원회 1차 회의개최

4 18~6. 1 2000년도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4. 21 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최종합격자발표

2000년도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

’e-book의 현재와미래, 그리고도서관’세미나개최

4. 21~5. 20 e-book 시연회(협조 : 도서출판김 사)

4. 23~4. 28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중앙도서관장회의(CDNLAO) 및

동남아시아 도서관인회의 참석(황인관 지원협력과장, 박

은봉사서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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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24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소위원회 2차회의개최

도서관음악회협약갱신관련검토

공공도서관 환경에 미술품 기증을 위한 선정 의뢰 공문

발송(대상 작품 18점 중 1점을 선정하여 제출 요망, 목적

: 도서관 환경 개선, 대상 :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5. 1 컴퓨터업그레이드및 DVD 플레이어설치로빠른인터넷

환경구축

5. 4 ISBN 도서 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시작(디지털조선일보의

콘텐츠 포털사이트인‘BOOKS CHOSUN’을 통하여

인터넷으로검색할수있도록)

5. 6~5. 10 본관임시휴관(서고동신축에따른변전기교체)

5. 8~5. 9 춘계체육행사및직원연찬회

5. 15~5. 30 사서직 신규 직원 시보 임용 및 실무 수습 실시(신규 직

원 : 7급 2명, 9급 8명)

5. 22~5. 28 제4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실시

5. 26 일본도서관협회사무총장등견학차방문

5. 26~5. 30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미술품지원

5. 27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소위원회 3차회의개최

5. 29 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제작·배포

6. 1 자료 복사 서비스 개선(우편 복사 이용 지역을 서울과 수

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이용편의도모)

6. 1~6. 4 제4회 정보화 추진 종합 전시회 참가(장소 : 코엑스 종

합전시장, 내용 :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서비

스되는 주요 자료의 원문 정보 및 국가 공동 자료 목

록 시연)

6. 2 한·싱가포르국립도서관교류협의

6. 3~6. 6 KOLIS시스템 DBMS 교체작업

6. 5~6. 20 ‘6.25 전쟁 50주년문학작품전시’개최

6. 9 공공도서관협의회특별연구위원회의개최

6. 12 비도서자료납본운 위원회구성

6. 12~7. 5 14개 시·도공공도서관운 현황조사

6. 14~6. 15 통합정보시스템(KOLIS) 종합 점검 및 평가(DBMS 교체

에따른시스템안정성및필수성능점검및평가)

2000. 6. 19 국가 자료 종합 목록 연계 협의(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6. 19~6. 20 본관공사와관련하여자료재이동(연속간행물)

6. 27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소위원회간담회개최

7. 1 국립중앙도서관견학프로그램신설운

7. 3 자료이용제한및휴실안내공고(중앙대출대자료)

7. 5 도서관자료폐기및제적에관한회의개최

7. 10 2000년도도서관전산화현황집계발표

7. 10~7. 22 제2차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전담

반가동(지역센터 6개관 10명)

7. 18~8. 28 여름독서교실운 지원(290개관 1만 6441명)

7. 20~7. 2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결재시행에따른직원교육실시

7. 24 휴게실, 1층 로비로이전새단장, 책 랑으로개관

7. 24~11. 30 자료보존관완공에따른보존자료이전작업

7. 24~12. 30 중앙대출대휴실(자료보존관이전작업)

8. 1 본관, 전자결재시행

8. 3~9. 5 ‘찾아가는미술관’전시회개최

8. 7 제5차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소위원회개최

8. 15 제66차 IFLA 총회 참석(장소 : 이스라엘, 참석자 : 윤희창

관장, 이숙현자료조직과장, 이동호사서사무관)

8. 21~8. 26 고서, 보존서고로이동

8. 30 국립중앙도서관 신축 서고동인 자료보존관 준공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보급 설명회

개최

9. 1 북한자료실개실(국립중앙도서관 2층, 약 60평 규모)

고서위원회위원위촉

9. 18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시범서비스실시

중·장기 사서직 교육 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9. 18~9. 25 제4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

9. 19 한·일번역자료전시계획회의개최

9. 19~10. 26 2000년도제2기도서관문화학교운

9. 25~10. 1 일본교토대학도서관소장한국고전적조사및 인협의

(조사자 : 이귀원고서전문원외 2명)

10. 6 사서직교육훈련설문조사분석결과보고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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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6~10. 24 고전운 실확장(491평에서 589평으로확장)

10. 23 추계체육행사

10. 25 분관, 학위논문운 협의회개최

10. 27 납본대행기관지정(인천광역시립북구도서관)

11. 1 자료실조정및환경개선작업에따른자료실휴실공고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16개 시범도서관지정

11. 6 분관, 전자 결재시행

11. 7~11. 19 ‘포르투갈의오늘’사진전개최

11. 7~12. 23 자료실환경개선작업실시(비치자료이동및자료실조정)

11. 13 고서용 KORMARC 형식 KS 제정

11. 25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전자도서관 DB 구축 사업 완료

(국가자료종합목록 DB 100만 건, 국가자료목차정보 DB

19만 건구축,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개발)

11. 27~12. 3 ‘Fashion image’전개최

12. 4~12. 10 ‘Haute Couture의 美’전개최

12. 11 김성환화백작품기증(만화, 원화, 병풍 등)

12. 22 상해도서관류고홍참고봉사부주임등2명방문

2001

1. 8 동양서(단행본)의 청구기호 중 도서기호를 저자기호에서

수입순기호로변경(자료정리규정제7조 개정)

1. 8~1. 12 2001년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설

치(충북중앙도서관등 2개관)

1. 10 지역대표관변경지정(울산광역시중부도서관)

2001년도 사서직교육훈련계획확정발표(21개 과정)

1. 10~1. 11 한·중·일 저자 인명 전거 통제 시스템 회의 참석(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이치주 정보화담당관·이재선 사서

참가)

1. 15~1. 19 공공도서관 KOLASⅡ 보급(충북중앙도서관등 3개관)

1. 16 고서위원회의(귀중본지정대상자료 22종 55책 심의)

1. 19~4. 2 사서연수관교육실및분임실환경개선공사

1. 20 공공도서관 전국 겨울 독서교실 운 지원(268개관 1만

4631명, 2000.12.18~)

2001. 1. 22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서버 설치

고서귀중본지정(‘王荊文公詩’등 14종 25책)

1. 29 간행물편찬위원회회의

도서관홈페이지중도서관둘러보기시연회

학위논문관전자자료실통신라인(2라인) 증설

1. 30 국가전자도서관 경량화 사업으로 프로토 타입 개발 내용

관내시연회

전자자료실 구조 보강 관련 회의 개최(관련 교수 3명 등

관계자 7명)

2. 8~2. 19 전자도서실서고확장공사

2. 9 한·일도서교류전관련회의

2. 12 2001년도 국립중앙도서관주요사업설명및간담회

제72차 IFLA 2006 서울대회준비위원회사무소개설

2. 12~2. 14 4층 복사실이전설치공사

2. 12~2. 17 공공도서관 KOLASⅡ 보급(담양공공도서관등 2개관)

2. 14 국가전자도서관 경량화 사업으로 프로토 타입 개발 내용

관련기관과전문가대상시연회

2. 15~2. 16 한·일 도서 교류전 양국 관계자 1차 협의회 개최(일본

측 3명, 우리 측 7명)

2. 19 도서관홈페이지‘도서관둘러보기’내용추가에따른시연회

자료실 및 복사실 이전(자료실 : 어학자료실 → 북한자료

실, 복사실 : 인문과학실 → 자연과학실)

2. 19~2. 24 공공도서관 KOLASⅡ 보급( 양공공도서관)

2. 19~3. 18 장애우용휠체어리프트설치(구내식당외부계단좌측)

2. 21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와공동)

2. 21~2. 28 정보화 특별 교육 훈련 대상 수요 조사(서울시 공공도서

관등 200개 처)

2. 22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설명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술 정보 공동 활용 및 상호 협력

에관한협약서체결

2. 26 2001년도 외국 자료 구입 연간 공급업체 계약(7개 주제

분야 5개공급업체선정)

2001년도 자원봉사활동 신청 홍보(서초구청 및 대학 등

35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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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 2 학위논문관 야간 도서관 개설(1층 전자자료실 및 열람실,

21시까지)

3. 4 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행

3. 5 민간 구축 DB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시(온라인 출판물 126

종을도서관홈페이지에서DB 구축업체서버와연계)

홈페이지 도서관 둘러보기 기능 확장 서비스(파노라마

가상현실안내)

도서관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위임 전결 규정 및 장서구

성위원회규정개정, 한국문헌번호운 위원규정제정)

3. 5~3. 7 제1차 KOLIS-NET 전담반 운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7

명 포함 18명)

3. 8 비도서자료납본운 위원회의개최

3. 12 도서관연구회창립총회

3. 14~3. 16 한·일 도서 교류전 2차 회의 개최(일본국회도서관 전시

실행위원 4명)

3. 19~3. 31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전’전시(연세대학교 의류학과

주관)

3. 23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개최

온라인저작물관련세미나개최

3. 26 표목의표기방법변경(자료정리규정제11조 개정)

3. 26~5. 6 교통 향평가에 따른 도로 공사(차량 출입구 교체, 인도

설치, 주차장보수등)

3. 27 제1회 학위논문관련운 협의회의

3. 27~3. 30 한·중·일 저자 인명 전거 통제 시스템 회의 참석(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기민도·이재선사서참가)

3. 30 도서관 협력망 협력 사업 연구 제안서 심사위원회의(연구

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4. 1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관련 업무 홈페이지를 통

한온라인서비스개시

4. 1~4. 7 사서직신규직원임용및실무수습(사서서기보 10명)

4. 2~9. 30 중국 사회과학원 문헌정보중심 직원 당관 연수(연수자 :

胡廣翔)

4 .3 2001년도정보화사업평가대상사업설명회(정보통신부주관)

4. 4 국가전자도서관 경량화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참여기관의견수렴

2001. 4. 5~4. 1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유럽 국

립도서관 방문(대상국 : 국, 프랑스, 네덜란드, 방문자

: 이치주정보화담당관, 김인숙사서, KDI 연구팀 3명)

4. 7~5. 26 학위논문관건물외벽보수공사

4. 9~4. 13 제2차 KOLIS-NET 전담반 운 (7개 공공도서관 직원

15명)

4. 12~4. 30 ‘함석헌 선생 도서· 씨·유품’전시(함석헌선생기념사

업회와공동주관)

4. 17~5. 24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운

4. 18 제31대 신현택관장취임

4. 19~10. 18 도서관협력망협력사업표준모델개발연구용역실시

4. 20 KOLIS 및KOLASⅡ확장개선사업추진

자료 보존 환경 연구 제안서 심의위원회의(연구 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4. 23 춘계체육의날행사, 청사소독

4. 24 학위논문관에기증자료코너설치(4층 대출열람실)

4. 27 ISBN 사용자설명회

공공도서관제공용온라인출판물구입관련설명회

자료 보존 환경 연구책임기관 선정 및 관계자 회의(연구

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5. 7~12. 22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환경분석연구용역실시

5. 11 소양정보도서관과전자도서관 DB 교류협약조인

한국문헌번호운 위원회의개최

5. 14 공공도서관 KOLASⅡ 보급(대구달성도서관등 2개관)

5. 15 KOLIS-NET 및 관련홈페이지개통

5. 1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세미나 개최 (‘디지털

시대의도서관정보화’)

5. 21~5. 25 공공도서관 제공용 온라인 출판물 구입 대상 자료 선정

을위한평가작업(11개 지역대표도서관)

열람봉사과자료실출입문위치조정및실별작업공간설치

5. 21~5. 28 제5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

5. 22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경량화사업설명회

5. 24 2001년도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설명회

5. 25 공공도서관협의회특별연구위원회회의

5. 25~5. 31 ‘경희의상전’전시(경희대대학원의상학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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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26 2000년 추경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완료

5. 28 주차관제시스템(주차부스) 정비

6. 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기

획예산처)

6. 4 한국목록규칙(KCR) 개정안 작성(연속간행물) 전산 장비

리스 도입(서버시스템 등 4종), 한·일 도서전 전시 목록

심의위원위촉(국사편찬위원회등 3명, 당관 4명)

6. 8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경량화사업기술평가회의

6. 8~7. 27 도서관시설 CI(안내 표지판) 교체작업

6. 11 자료 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 실시(열람봉사과

직원대상)

6. 12 고서위원회의(감정평가 : 구입 대상고서 195종 720책)

6. 13 한·일도서전준비위원회의개최

6. 14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기술평가

6. 15 KOLIS-NET 가동에따른사업설명회

6. 16 KOLIS-NET 서비스실시

6. 18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경량화사업자선정(LG-EDS)

한국목록규칙(KCR) 개정안작성(지도자료)

학위논문관 복사실 이용 환경 개선(노후 복사기 잔여분

5대교체및 6대증설)

6. 19 김한길문화관광부장관방문

6. 19~6. 22 한·일도서교류전대상자료조사및수집

6. 25 2001년도 도서관 정보화 DB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작(2001년 12월 말까지)

6. 25~12. 24 도서관정보화 DB(목록, 목차, 원문) 구축 사업

6. 27 관리직 여성 공무원 전국 대회 및 청와대 오찬 격려 행사

참석(이치주정보화담당관, 이숙현자료조직과장)

6. 28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의 국제자문위원회의 참석

(이숙현자료조직과장, 이귀원고서전문원)

6. 29 공공도서관협의회 운 위원회의(장소 : 인천광역시북구도

서관, 각 시도운 위원도서관장등 50명 참석)

7. 1~7. 31 우정의계획직원파견(일본 JICA, 최현희행정주사보)

7. 3 한·일도서교류전준비위원회의(열람관리부장등 7명)

7. 5 공공도서관협의회 특별연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강릉

평생교육정보관)

2001. 7. 10~7. 13 한·일도서교류전제3차회의(일본국립국회도서관)

7. 27~8. 26 ‘위창 오세창의 전각과 서화 감식·콜렉션 세계’전시(장

소 :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과공동개최)

7. 30 학위논문관 석사논문실 이용 환경 조성(PC, 노트북코너

이동)

7. 31~8. 14 여름독서교실운 지원(295개관 1만 3123명)

8. 2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시스템(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

집시스템사업설명회

8. 16 도서관셔틀버스운행개선(서초전철역정차)

8. 19~8. 26 제67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 및 제28차 세계국립

도서관장회의(CDNL) 참가(신현택 관장, 이숙현 자료조직

과장, 박은봉사서)

8. 20 사서연수관환경개선

8. 21 2001년 수시직제, 기획예산처확정(자료보존관련 3명)

8. 23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추가사업제안요청설명회

9. 8~12. 10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지원 1단계 사업 실시(48

개 공공도서관)

9. 10 학술 DB 수록납본관련협의

9. 11~9. 16 ‘교과서에서만난시모음전’전시

9. 11~11. 1 2001년도 제2기 도서관문화학교 운 (한국도서관협회 공

동개최)

9. 14 외국 DB 자료선정회의개최(관내직원 7명)

9. 17 공공도서관 대상 디지털자료실 사업 설명회 개최(1차 지

원대상 48개관)

9. 18 고서위원회의개최(구입대상고서 32종 124책감정평가)

9. 18~9. 22 ‘튀니지미술작품전’전시(튀니지대사관주관)

9. 24~9. 26 제39회 전국도서관대회참가

9. 29 분관명칭의학위논문관으로의변경과자료보존인력증원

3명 확정(대통령령 제17372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개정령)

청사내부소독작업

10. 3~2002. 3. 22 직원 해외 파견(일본국제교류기금 관서국제센터, 김희순

사서서기)

10. 5~12. 10 전자도서실확장공사

10. 11~10. 20‘기독교와한 관계고문헌’전시(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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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12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소장자료148종, 417책귀중본지정)

10. 22 추계체육의날행사

10. 25 학위논문관 기관기호 및 문 명칭 변경(기관기호 : 학논,

문명 : The Thesis Library)

고서위원회의(감정평가 : 구입 대상고서 32종 124책)

11. 5 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개발 1차 회의

11. 5~11. 11 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

11. 5~12. 19 자료실 환경 개선 및 시설 보완 공사(출입문 위치 변경

및유리문으로교체)

11. 12~11. 18 외국 도서관 견학(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 6개관, 공공도

서관직원 26명)

11. 12~12. 12 직원정보화교육(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제작)

11. 15~11. 21 ‘한울전-한 다시 보기’전시(한 동아리연합회 공

동 주관)

11. 16 제2회학위논문관련운 협의회의개최

11. 20 2002년도외국연속간행물선정회의

11. 26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지원(동두천시립도서관

등 4개관)

11. 27~12. 3 ‘이화패션이미지전’전시(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주관)

11. 28 공공도서관협의회운 위원회의(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1. 29 루마니아대사관‘Enjoy Rumania’행사개최

11. 29~11. 30 제4회 전국문화기반시설책임자대회참석(경남문화예

술회관, 신현택관장)

12. 3~12. 29 자료실(서고) 운 자료이동작업

12. 5 장서보존처리요원 별정직 공무원 합격자 발표(이귀복 5

급상당, 현혜원 6급상당)

12. 5~12. 20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시스템컨설팅추진(한국전산감리원)

12. 10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지원(청도공공도서관 등

10개관)

21세기지식정보시대의도서관협력방안세미나개최

12. 12~12. 17 이용자설문조사

12. 14~12. 24 보안및방범초소설치(자료보존관뒤편)

12. 15~12. 20‘패션크로스오버전’전시(숙명여대디자인대학원주관)

12. 17 디지털자료실(구 전자도서실) 개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방문

2001. 12. 20 2002년도 도서관 정보화 DB 구축 자문 회의(관내 담당

자 15명)

12. 26 발간 간행물에 대한 설문 조사(공공도서관 등 937개처

대상)

12. 28 2001년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완료

2002

1. 1~1. 31 발간자료이용도설문조사

1. 4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개발관련회의

1. 7 2001년도 연보 발간을 위한 편집 회의(각과 주무 사무관

참석)

1. 7~1. 31 ‘제34회 문화관광부추천도서전’전시

1. 8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외부자문회의

1. 9 e-CIP 및 온라인 저작물 수집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의

1. 14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을위한관내직원설명회

1. 16 2002년도간행물편찬위원회회의

1. 17~1. 24 전국 독서교실 운 현황 조사(중랑구립정보도서관 등 8

개관)

1. 17 제1차 원문 DB 서비스 실시에 따른 업무 협의(대상 : 한

국복사전송권센터)

1. 21 신규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 서비스 개시(내용 : 통합 검

색, 민간 상용 DB, 원문 정보)

1. 22 제2차 원문 DB 서비스 실시에 따른 업무 협의(대상 : 한

국복사전송권센터)

1. 23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

화(ISP) 수립 착수회의

1. 29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설명회및간담회

2002년도장서개발위원회회의

1. 30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관련 관계관 회의(도서관

박물관과, 문화정책개발원, 국립중앙도서관관계자참석)

제3차 원문 DB 서비스 실시에 따른 업무 협의(대상 : 한

국복사전송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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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1 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관련업무협의(대상 :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

‘서초 역사·문화 탐방지’제33호로 지정되어 안내 표석

설치

2. 2~2. 8 ‘페르시아향기와이슬람의빛’전시

2. 15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실무

위원회개최

2. 20 2002년도고서위원회회의

2. 26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을 위한 회의 참석(주관 :

문화관광부)

2. 26~3. 3 ‘Daylight’전시

2. 27 2002년도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설명회

2. 28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운 교육 실시(KOLISⅡ 통합

형, 대상 : 추가 설치도서관 30개관)

3. 2 2002년도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기술평가회의

3. 2~4.1 공공도서관제공용민간구축DB 구입을위한제안서접수

3. 3 제3회사서직특별채용필기시험실시

3. 4 도서관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위한실무위원회개최

3. 7, 3. 11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운 사용자 교육

(대상 : 관련 직원)

3. 12 한·싱가포르국립도서관간교류양해각서체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본격 가동

3. 14 2001년도 도서관 정보화 사업 외부 평가 설명회 참석

(주관 : 정보통신부)

3. 14~3. 19 제3차 한·중·일 인명 전거 통제 회의 참석(주최 :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이재선사서)

3. 14~3. 20 ‘Enjoy Rumania-art and traditions’전시

3. 15 2002년도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

2002년도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제안서접수

3. 18 2002년도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기술평가회의

3. 22 도서관 정보화 ISP 현황 분석 워크숍 참석(대상 : 국립중

앙도서관, 도서관박물관과, LG-CNS)

도서관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위한실무위원회회의

3. 25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을 위한 회의 참석(주관 :

문화관광부)

2002. 3. 25 2002년도도서관연구회정기총회

3. 25~3. 26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운 자료조직과

지원업무전담반운

3. 25~3. 30 공공도서관국내외디지털콘텐츠공동구매관련설문조사

3. 27 2002년도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시작

3. 27~3. 30 ‘Libya photo exhibition’전시

` 4. 1~4. 10 ‘사진으로보는이스라엘의어제와오늘’전시

4. 3 KOLIS-NET 통합형운 개시

4. 8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초안설명회

4. 10 공공도서관협의회운 위원회회의

KOLIS-NET 독립형프로그램보급

4. 11 사서직특별채용임용(사서서기보 5명)

4. 15~4. 25 ‘브라질속의아시아인들’전시

4. 16~5. 23 도서관문화학교운

4. 17~4. 19 락대전 편찬 600주년 국제 심포지엄 참가(장소: 중국

북경, 이혜은고서전문원)

4. 22~4. 28 제6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

4. 24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용역사업제안요청설명회

5. 1~5. 20 캐나다어린이그림책전시회

5. 7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업관련자문회의

5. 10 공공도서관협의회특별연구위원회개최

5. 13 춘계체육의날행사

5. 14, 5. 20 도서관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설명회

5. 16~5. 17 디지털콘텐츠공동구매및민간 DB 구입관련회의

5. 23 국내 유엔 기탁도서관 담당자 회의(국회도서관 등 7개관

참석)

5. 24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용역사업기술평가위원회

5. 24~5. 30 ‘Kyunghee Fashion Art Work’전시

6. 3~6. 5 ‘현대패션 100년’출판기념전시회

6. 10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계약

(연세대학교, 삼우건축사종합사무소, LG-CNS 공동참여)

6. 11~6. 14 디지털콘텐츠공동구매관련지역별설명회

6. 11~7. 11 ‘한국문학상수상작품전’전시

6. 23~6. 30 해외 소재 한국 고전적 인 사업을 위한 공무 출장(장소

: 프랑스, 이귀원고서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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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4 정부기록보존소견학(열람봉사과직원등 39명)

6. 26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설명회

6. 26~7.5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대상국 : 독일, 프랑스,

벨기에, 공공도서관직원등 17명)

7. 2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 시범실시

7. 5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내 도서관 시설 및 운

현황조사(대상 : 인하대학교도서관)

7.9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추진 제안 요청

설명회

7. 9~7. 10 제26회 공무원교육훈련발전협의회 세미나 참석(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참석자 : 정재범 사무관, 이규양

사서)

7. 11 CIP 설명을 위한 출판 경 자회의참석(장소 : 제주도, 참

석자: 이숙현자료조직과장, 박병주사서)

7. 11~7. 13 공공도서관 특별연구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장소 : 국

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위원 14명과관계자참석)

7. 13~7. 16 수·변전설비교체로인한본관임시휴관

서고내살충·살균소독

7. 14~7. 20 제1차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외국 선진 도서관

국외출장(미국, 일본)

7. 15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통합 검색 회의 참석(장소 :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참석자 : 이치주정보화담당관등 2명)

7. 19 유엔기탁자료처리방안협의를위한담당자회의

7. 20~7. 28 2차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을위한외국선진도서관국외

출장( 국, 프랑스, 독일, 이집트)

7. 23 전산담당 별정직 공무원 특별 채용 합격자 발표(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관계 부처 회의 참석(주관 :

문화관광부, 참석자: 이숙현자료조직과장)

7. 30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제안서 기술

평가회의

8. 2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인적 자원 개발 회의 통과(주관 :

문화관광부)

8. 3~12. 31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계약 체결(계약

업체 : LG-CNS)

2002. 8. 8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선진 외국 도서관 IT 분야

견학 결과 상호 공유를 위한 관계자 회의(용역 수행자 및

관계직원참석)

8. 11 전산전문직(별정직) 특별 채용 임용(7급 상당 1명, 8급 상

당 1명)

8. 13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내 도서관 방문(포

항공대도서관)

8. 13~8. 31 ‘2002 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전’전시

8. 18~8. 24 제68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 참가(장소 : 국

라스고우, 참가자: 신현택관장등 4명)

8. 19~8. 24 2002 을지 연습

9. 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관련 회의(용역 및 관

계자참석)

9. 4~9. 19 ‘공간 & 기억-동양속의서양’전시

9. 5 ISBN 도서 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해지(대상 : 디지털조

선일보)

9 .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중간

보고회

9. 9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회(IFLA 총회참가보고등)

9. 9~9. 16 제6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

9. 13 주제명표목표개발및권호정보DB 구축사업착수회의

9. 15 2003년도 외국 웹 DB 구입 자료 선정 회의(참석 : 전자

출판물실무담당자)

9. 18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내위원회회의

9. 25~10. 11 ‘오만으로의초대’전시

10. 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 방향 및 기능 관련 회의(용

역팀및관내위원참석)

10. 4 디지털자료실내열람자료자동운송시스템설치

10. 5 일본국립국회도서관관서관개관식참석(신현택관장)

10. 10 2002년도 도서관정보화 DB 구축 2차 추가사업설명회

(13개 사업체참가)

10. 14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국제심포지엄개최

10. 14~10. 21 자료 보존 사서 해외 연수(장소 : 중국, 참가자 : 관련

직원 5명)

10. 15~11. 21 도서관문화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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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7~10. 27 제2회‘한울전’전시

10. 21 2002년도 도서관정보화 DB 구축 2차 추가 사업기술평

가회의(CG정보통신사업자선정)

10. 24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디자인 시안

프리젠테이션

10. 25 학위논문 관련 협의회 회의(정보통신부 자료실 등 7개처

참석)

10. 25~10. 30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용역사업건축부문설문조사

10. 28 추계체육의날행사

10. 28~11. 4 자료 보존 사서 해외 연수(장소 : 일본, 참가자: 관련 직

원 5명)

10. 29~11. 3 ‘만화의날’기념전시회

11. 1 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전문가회의

11. 4~11. 6 학위논문관련대학방문조사(부산대등 4개처)

11. 6~11. 8 국립중앙도서관정보시스템확장개선사업전산직원대상

기술이전교육및KOLASⅡ라이트버전개발업무회의

11. 8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사용자설명회

11. 10 제1회‘책사랑달리기대회’참가

11. 13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용역사업추진현황장관보고

11. 15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독립형사용자교육

(공공도서관 36개관)

11. 15~12. 14 ‘2002 문화인물회고전’전시

11. 20~11. 27 일본소재한국관련근·현대사자료조사· 인(하부용,

권정임사서)

11. 22 공공도서관협의회제2차운 위원회개최

11. 25 도서관 정보화 DB 구축 1차 추가 사업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시연

종이생산현장견학(전주한솔종이박물관등)

11. 27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구축관련자문회의

(시각장애인관련기관 14명 참석)

12. 1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공청회(전국 도서관 관계자

300여 명참석)

12. 16~12. 20 도서관이용자실태설문지조사

12. 16~12. 21 ‘베트남현대미술전’전시

12. 23 온라인출판물납본관련직원토론회

2003

1. 6 무선인터넷서비스시작

1. 9 주요기록물관리실무추진팀회의(각과담당사무관)

1. 8~1. 9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안정화 검증 작업(KOLIS,

KOLIS-NET 담당자)

1. 9~1. 21 전국독서교실운 현황조사(과천정보과학도서관등16개관)

1. 13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서비스시작

학위논문관이용환경개선토론회

1.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목록 데이터

공동이용협약서체결

1. 16, 1. 20 주제명표목표홈페이지구성관련회의

1. 17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관내회의(관련직원 15명)

1. 22 국립중앙도서관원문DB구축위원회회의

1. 23 국립중앙도서관간행물편찬위원회회의

1. 27 국립중앙도서관고서위원회회의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회정기총회및사서직전문성

강화를위한방안토론회(관내직원)

1. 28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위원회회의

디지털자료실무선인터넷이용코너설치(5층중앙로비)

2. 3 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공사입찰방법협의(건설교통부)

2. 3~2. 2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선정‘이달의읽을만한책’전시

2. 5 디지털도서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조성사업 변경 협의(서

초구청)

2. 12 미국정부간행물(마이크로피쉬) 처리방안협의(업무담당자)

2. 13~2. 14 KOLASⅡ 라이트버전테스트및교육(66개 도서관)

2. 14 공공도서관협의회특별연구위원회회의

2. 19 등록 업무 이관 및 학습서 처리에 따른 KOLIS시스템

변경내용교육(업무담당자)

2. 25 주제명표목표실무자교육참석

2. 27 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완료

3. 2 제4회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실시

3. 3~3. 9 이스라엘성지사진전‘The Source’전시

3. 9~3. 14 보존 관련 포럼 참석 및 보존 기술 협력 방안 협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이귀복별정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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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8 국회도서관과상호협약체결(국회도서관회의실)

3. 20 제4회사서직공무원특별채용최종합격자발표

3. 20~3. 28 ‘아랍을찾아서’전시(주한아랍 12개국대사관)

3. 24 디지털도서관 건립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회의

(서울시청)

학위논문관직무토론회

3. 28 한국문헌번호운 위원회회의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

3. 31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제안요청설명회

4. 1~4. 2 ‘조직개편및인력운 방안연구용역’관련직무기술서

작성과설문지조사

4. 3~4. 18 ‘제35회 문화관광부추천도서전’전시

4. 21~4. 30 ‘친일음악의진상’전시(민족문제연구소)

4. 25 비도서자료납본운 위원회회의

정보시스템 유니코드 체계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및신규개발·확장개선사업설명회

4. 28 춘계체육의날행사

5. 3~5. 5 서고내살균·살충소독실시

5. 7 공공도서관제공용민간구축 DB 구입을위한평가회의

5. 12 제32대 임병수관장취임

5. 13 도서관 합리적 조직 개편 및 운 방안 연구 용역 관련

검토회의(한국행정연구원소장등 14명)

5. 21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합 검색·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사업추진사업설명회

5. 24~5. 30 제10회 애서가상 수상 기념 애장본 전시(‘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5. 26~5. 30 여름철재해대비안전점검

5. 30 국립중앙도서관직장협의회창립총회

6. 2 모바일서비스시작

6. 3~6. 8 제2회 서울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작 전시(대한민국디자

인진흥협회)

6. 4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 T/F팀 회의

6. 9 디지털도서관 건립 제2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서울시청)

도서관직원건강진단(강남제일병원종합검진센터)

2003. 6. 12 출판시도서목록(CIP) 설명회

6. 12~6. 18 Tomki Nemec-Vaclav Havel 전시(주한체코대사관)

6. 13 공공도서관협의회제1차 운 위원회(경기도립과천도서관)

6. 16~6. 20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버전업

프로그램교육(164개 KOLASⅡ 보급기관)

6. 17~6. 24 제7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

6. 23 정보공개업무처리직원교육

6. 23~6. 27 저작권교육(관내직원)

6. 27 학위논문운 협의회(미달자료납본대학도서관 5개처)

6. 30~7. 4 RFID 시스템운 장비설치(인문과학실등 5개자료실)

7. 1 도서관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방신설및정보공개실시

2006년 IFLA 서울대회 공동준비위원회 2차 회의(도서관

협회사무실, 임병수관장등)

7. 1~7. 12 도서관환경개선의견수렴(직원과이용자대상)

7. 8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회의

7. 18 디지털도서관건립제3차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회의

(서울시청)

7. 21~7. 28 마이크로필름장비및열람용필름상태점검

7. 29 디지털도서관 TF 회의

7. 29~7. 30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교육(KOLASⅡ

사용도서관)

7. 29~8. 9 소장자료표본점검(1만 책을 DB 및 카드목록과대조)

7. 30 도서관정보화 2차사업설명회

7. 31~8. 10 제69차 IFLA 총회 참석(독일, 임병수관장등 5명)

8. 6 제30차 국립도서관장(CDNL) 회의 참석(독일, 임병수 관

장등 3명)

8. 8~8. 23 독일어체험전시(주한독일문화원)

8. 12 도서관정보화 2차사업기술평가회의

8. 14 공공도서관전자책공동구매관련 1차 회의

8. 18 민간 DB 구입관련회의

8. 18~8. 23 2003년 을지훈련

8. 19 공공도서관전자책공동구매관련 2차회의

8. 25 국립중앙도서관공무원직장협의회홈페이지개통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 DB 구축설명회(IFLA 회의실,

46개 시각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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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29 비지정 개인 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방안 회의 참가(정

부종합청사, 이귀원별정 5급)

고전적 자료 보존 방안 협의를 위한 전국 주요 도서관 관

리자회의참가(규장각, 이혜은 7급 상당)

9. 1~9. 14 독서의달, 우수추천도서전시

9. 2 한국본고전적해제고문서분류체제관련협의

9. 3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훈련자문회의(자문위원 10명)

9. 5 도서관문화혁신위원회구성(권재윤부장등 11명)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기관 회의 참석(국사편찬

위원회, 이숙현과장등)

9. 17 납본제도개선관련업무협의(대한출판문화협회관계자)

9. 18 납본제도개선관련업무협의(교보문고관계자)

9. 18~9. 28 ‘캐나다이민사사진전’전시(주한캐나다대사관)

9. 20~9. 26 한·독고인쇄문화학술회의참석(독일, 이귀원별정5급)

9. 22~10. 2 2003년도 1차 전국국·공립도서관직원해외연수(북미,

공공도서관직원 20명)

9. 24 2004년 외국 DB 구입관련선정회의(관련직원)

9. 25~9. 27 제41회전국도서관대회참가(서귀포, 임병수관장등44명)

10. 2~10. 12 2003년도 2차 전국 국·공립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북

미, 공공도서관직원 20명)

10. 8~10. 13 ‘한국 속의 독일 문학, 독일 속의 한국 문학’전시(독일프

랑크푸르트국제도서박람회참가, 김수정사서등)

10. 9~10. 18 ‘제3회한울전 - 한 공감’전시

10. 10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준비위원회 참석(규장각, 이귀원

별정 5급)

10. 12~10. 18 해외 소재 한국 고서 인 자료 조사(일본, 봉성기 7급

상당)

10. 15 국립중앙도서관개관 58주년기념행사

10. 18~10. 23 아세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및 동남아시아

도서관인대회참가(브루나이, 권재윤부장등 3명)

10. 24 직장협의회와관장과의정기협의

국·공립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 평가 보고회(연수 참가자

등 40명)

10. 27 추계체육의날행사

10. 29~11. 12‘우리책장정(裝幀)과 육전소설딱지본’전시

2003. 11. 4~11. 11 자료 관리 및 보존 업무 해외 연수(일본, 김성겸 사무관

등 8명)

11. 6 2004년 외국 연속간행물 선정 회의(연속간행물실 담당

자 등)

11. 7 출판시도서목록(CIP) 설명회

11. 12 ‘음악과함께하는소설낭송회’개최

11. 15 사서연수과사서연수동으로사무실이전

11. 16~11. 29 선진 기록물 관리 정책 연구 실무 국외 연수(유럽 3개국,

이신호사서주사)

11. 18 비도서자료매체변환 KBS방송국과의협의

11. 18~11. 22 일본국립국회도서관국제심포지엄참가(일본, 김종문 부

장등)

11. 20 공익근무요원제복착용

11. 24~12. 1 제7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

11. 24~12. 17 자료실비치자료이동작업(1998년도동양서등)

11. 25 제6회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참석(춘천, 김종문

부장등)

11. 26 디지털도서관 건립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간담회

(서초구청관계자)

11. 26~12. 3 ‘Rumanian Art Exhibition’전시(주한루마니아대사관)

11. 27 납본대행시스템개선관련관계자업무협의(교보문고)

11. 28 납본대행지역대표도서관관계자회의(5개광역시도서관)

학위논문협의회(7개 대학도서관담당자)

12. 7~12. 14 제6회 아시아국제디지털도서관회의 참석(말레이시아, 

신인용학위논문관장등)

12. 8~12. 9 신전자문서시스템(e-NALA) 사용자교육

12. 9 도서관문화학교평가회의(관계자 5명)

납본대행시스템개선관련업무협의(교보문고관계자등)

12. 10 도서관보상금제도설명회

12. 11 2004년도 도서관 정보화 사업 관내 자문 회의(각과 과장,

관련사무관)

12. 15 국립중앙도서관개편홈페이지서비스시작

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설명회(반포미도아파트사무실)

12. 16 2004년 도서관 정보화 사업 관외 자문 회의(당관 정보화

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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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6~12. 2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인 공무 국외 출장(미국

NARA, 이수은사무관등)

12. 18 웹메일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시

12. 19 분임토의진행개발을위한워크숍(관련직원)

12. 22~12. 27 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운 실태조사

12. 22~12. 30 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

12. 24 납본대행시스템개선관련협의회(회의실, 출협 관계자)

12. 26 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주민설명회(반포4동사무소)

12. 29 도서관업무전담제시행

2004

1. 6 국립중앙도서관주요업무계획토론회

1. 28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위원회회의

1. 29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창립총회준비위원회회의

1. 30 국립중앙도서관간행물편찬위원회회의

2. 10 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현안사항및관련대책협의

2. 16 국립중앙도서관금연시설지정시행

2. 16~2. 21 사서연수관환경정비

2. 16~3.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특별전‘서양인이 본 우리 옛

모습’전시

2. 19 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운 위원회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 협의회

2. 20 2005년도교육과정개발자문회의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회의

2. 24 은행나무도서관지원방문(관장등)

2. 27 미국트루만대통령도서관장방문, 특별강연

3. 1~3. 10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미국아시아연구학회회의참석

3. 2 도서관 이용 대상 연령 확대 실시(현행 20세 이상 → 18

세 이상)

3.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실무자회의참석(이숙현과장등)

3. 5 라마찬드란 IFLA 신임 사무총장초청특강

공공도서관협의회총회

3. 8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창립총회회의

2004. 3. 9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사업설명회

3. 17 도서관DB전담팀(가칭) 구성 관련업무협의

3. 18 디지털도서관건립부지변경관련업무협의

3. 19 국회도서관과의실무협의

독서치료과정개설

Web DB 공공도서관무료제공

3. 22 정보화사업전산원평가설명회

단문메시지서비스실시

3. 23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수집(8개월간, 안인덕사서)

3. 25 한국문헌번호운 위원회회의

3. 26 시각장애인정보서비스및목차 DB 공유설명회

4. 1~6. 30 야간도서관연장운 시범실시

4. 2, 4. 9 ‘근대의책읽기’저자천정환씨초청강연

4. 2 제59회 식목일행사(선정릉, 20명)

4. 6 비도서매체변화및기사색인서비스현황보고및시연

4. 7 별정직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고서 담당) 최종 합격자

발표

4. 12 박동규전서울대교수초청강연

4. 13~4. 25 ‘역사속금서이야기’전시

4. 14 주제전문사서교육과정편성을위한자문회의

4. 20 국회도서관과의상호협력을위한간담회

4. 26 각과별소통을위한직원워크숍

4. 29 NARA 인 문서서지데이터형식관련회의

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간담회

4. 30 햇살가득다락방개소식

소통을위한직원워크숍토론결과발표회

4. 30~5. 15 전각작품초대전‘동양의빛’전시

5. 3 자료운송시스템을통한서고자료대출·반납업무실시

5. 4 국립중앙도서관공무원직장협의회제1차 직장협의

원문정보 DB 구축추진및고지도서비스방안시연

5. 6~5. 15 국·공립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대만·싱가포르·상해,

23명)

5. 10 도서관혁신추진단회의

5. 14 고서기증자(허동화, 박 숙) 표창

5. 17~5. 24 제8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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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19 러시아국립도서관동양센터장방문

5. 20~5. 22 ‘패션디자인아이디어종합전’전시

5. 24 제2기직장협의회출범식및정기총회

직원건강검진실시

5. 25~6.1 ‘고구려발해천년전’전시

5. 30~6. 30 야간도서관시범운 관련설문조사실시

6. 1 신문클리핑메일링서비스실시

6. 2 시설물안정성평가연구용역설명회

6. 4 인문서데이터표준관련회의

6. 7~6. 27 ‘Sandro Sanna-Exhibition 2004’전시

6. 8 자료정리업무전환준비팀구성

6. 14 디지털자료실클라이언트 PC 교체(80대)

6. 15 공공도서관협의회제1차 운 위원회

국회도서관원문정보관내서비스개시

6. 24 자료정리외주용역사업기술능력평가회의

6. 24~7. 5 미국도서관협회연차총회참석(권재윤열람관리부장)

6. 28~7. 3 사서연수관교육장환경정비

7. 1 도서관보상금제도시행

토요휴무제확대실시

7. 8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 및 MARC DB·자료 정리

업무 외주 용역업체 최종 선정

미국유타계보(족보)협회아시아지역수집자방문

7. 12 미국라이트주립대학차인홍교수방문

7. 16 사무실및자료실이전등에관한직원설명회

7. 22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심의회의

7. 22~8. 12 ‘페루예술의세계’전시

7. 26 토·일요일자료실근무비정규직교육실시

7. 27 외주사업시행협의회

7. 28~7. 30 외주자료정리관련지침전달및현장실무교육

8. 3 고서기증자(안태환) 감사패수여

8. 22~8. 27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아르헨티나, 임병수 관장

등 10명)

8. 23 사무실 이전 및 직원 배치(보존서고동 1층, 분류·목록

QC 업무 19명)

8. 23~8. 28 2004년 을지훈련

2004. 8. 24~8. 28 ‘우리얼고기능성스포츠웨어전’전시

8. 25 제31차 국립도서관장(CDNL) 회의 참석

8. 30 RFID 적용 경 정보시스템(MIS) 구축 사업설명회

9. 2~9. 11 2004년도제2차국·공립도서관직원해외연수

(북유럽, 27명)

9. 3~9. 8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국립도서관장회의참석

9. 7 유네스코아·태지역기록유산워크숍

9. 8~9. 10 자료실차광용커텐(버티컬) 설치

9. 13~9. 18 일본어린이도서관운 관리시스템조사

9. 15 도서관장서 500만책달성기념학술세미나, 자랑스러운

납본최다출판사시상(박 사, (주)금성, (주)지구)

9. 15~9. 30 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특별전

9. 20~9. 21 국립중앙도서관혁신워크숍

9. 30 RFID 적용 경 정보시스템(MIS) 구축 사업계약체결

10. 4~10. 16 ‘제4회한울전-한 문화실험실’전시

10. 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기본 계획(안) 발표회

10. 11~10. 18 제8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

10. 12~10. 22 2005년도교육과정개발을위한자문의뢰

10. 13 납본대행관련관계자업무협의

10. 14~10. 16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참가(부산, 임병수관장등)

10. 15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주최, ‘국가자료 데이터베

이스공동활용방안’

10. 18 정보시스템컨설팅용역계약

10. 19 2004년도국정감사수감

10. 20 도서관문화학교가을학기개강

10. 20~10. 24‘Czech Press Photo’전시

10. 22 주제전문사서교육과정시작

10. 25 추계체육의날행사

10. 25~10. 30 공공도서관협의회 2004년 해외연수(호주시드니, 24명)

10. 27~10. 29 제5회 한국의류학회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 작품전

전시

10. 29 통합서지용 KORMARC(안) 공청회

10. 29~11.25 2005년도사서직공무원등교육훈련수요조사실시

11. 1~11. 15 학위논문관보일러연관교체등부대공사실시

11. 3~11. 4 제32차 ISBN센터장회의참가(독일, 현묘자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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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3~11. 11 ‘이스라엘 Bread and Wine’전시

11. 11 국립중앙도서관직제개편

외주사업자목록담당자교육

11. 14~11. 20 대마도소재한국고전적조사및 인협의

11. 15 한·중·일자료보존세미나개최

11. 15~11. 30 ‘아름다운책-북아트의세계’전시

11. 17 도서관업무혁신방안공모발표회

11. 18 주한미국대사관, DVD 126종 국립중앙도서관에기증

11. 19 직제개편에따른전직원신규보임

11. 22~11. 24 한·중 국립도서관장회의 및 중국 국가도서관 제2기

공정 및 국가 디지털 공정 설명회 참석(임병수 관장, 김

명희사무관)

11. 26~11. 27 주제전문사서교육과정워크숍

11. 22~11. 28 해외 선진 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협력망 조사(일본, 정

길수과장등)

11. 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 을 위한간담회

12. 2 ‘사서직제개선방안연구’결과보고회

12. 4~12. 11 제3회서울디자인전람회수상작전시

12. 5~12. 18 유럽행정연구원(EIPA) 연수(네덜란드, 장명란사서)

12. 6 디지털유산보존에관한기초연구완료

12.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 을 위한공청회

12. 10 납본보상금지급관련한국출판협회와협의

12. 13 제33대 김태근관장취임

12. 13~12. 24 고전운 실이전(7층→6층) 및 자료보존관이전

12. 15 학위논문관운 관련간담회

도서관음악회고별연주회

12. 17 주제전문사서교육과정(초급) 제1기생수료식

정보시스템컨설팅용역최종보고회

12 .18 국립중앙도서관업무혁신공모안평가결과발표

12. 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 을 위한

용역보고서제출

12. 21 문화관광부장관주재, 도서관계인사와의정책간담회

한국전산감리원,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컨설팅’

최종보고서제출

12. 27 손혈관인식기를이용한복무관리자동화도입

│부록│VI. 연표

616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Ⅶ.사진으로보는국립중앙도서관60년

개관 60주년기념전시도록

c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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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과 함께 출발한
국립중앙도서관-소공동 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서울중구소공동에위치한조선총독부도서관건물과장서를인수하

여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 다. 개관 초기 전국에 산재한 귀중본 등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 으며 1947년에는 도서관 운 에 필요한 분류법 및 목록규칙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초석을놓았다.

1945. 10. 15 ~ 197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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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보’등 다양한 서지 목록과 자료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이래 1946년 최초의 발간 자료인‘국립도서관보’를 시작으로‘조선십진분류표

(1947)’, ‘조선동서편목규칙(1948)’, ‘장서분류목록(1961)’등을 발간하 다. 1968년 7월‘정책자료속보’를

비롯하여 1971년 1월에‘고서목록’, ‘선본해제’, ‘이두휘집’, 1972년‘문헌정보’, 1973년‘도서관업무편

람’, ‘참고업무연구’, ‘외국교환간행물목록’등을, 1974년 1월에‘한국서지학사전’, ‘외국도서종합목록’,

‘학술논저총합색인’,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등을발간하는등도서관업무와관련된다양한자료를활발

하게 발간했다. 이후‘도서관휘총’, ‘도서관’, ‘도서관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및‘한국문헌번호편

람’등의자료발간을계속하고있다.

194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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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창문고 설치

개인문고 1호는 3.1운동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초창기 언론인인 위

창(葦滄) 오세창 선생의 기증 자료 3489책으로 1947년에 설치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기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개인문고를 운 하고 있으며 모든 기증 자료에는 기

증자의이름을기록하여 구보존하고있다. 현재개인문고는위창오세창선생의문고등 17개의문고가

있으며 기증 책수는 일반서 1만 6857책, 고서 2만 5566책(고문서 7051점 포함) 등 총 4만 2423책에 이

른다.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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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분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50년 6.25 전쟁으로 휴관했다가 1952년 11월 1일 다시 개관하 다. 당시 휴전 이후

사회 질서가 점차 회복되자, 국립중앙도서관은 늘어나는 이용자로 인한 열람실 부족을 해결하고 국립중앙

도서관본관을본래의목적에부합하도록운 하기위해아현동서고를개조하여 1957년 9월 아현분관으

로개관하 다.

195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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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제도 시행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도서관법이개정됨에따라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법적지위를확보하고 1965

년 납본제도시행을통하여국가문헌수집및보존의기반을다졌다. 이때부터‘출판물납본월보’, ‘납본월

보’, ‘문헌정보’,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등을계속발간하여납본된자료를소개하 으며각종서지를발

간·보급해나감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납본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와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작·발행한 도서, 음반, 비디오, 마이크로 형태 자료에서 전산화 자료까지

광범위한매체를수집하여 구보존하고있다.

196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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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관 최초로
국제도서관연맹(IFLA) 가입

국립중앙도서관은 1960년대부터도서관발전을위하여국제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1969년 국제도서관

연맹(IFLA)에 가입한 이래 국제문헌연맹(FID),  국제문서관협의회(ICA) 등에 가입하 으며 동남아시아 도

서관인대회(CONSAL) 등에참여함으로써국제적인대외활동을수행하 다. 2006년에는서울세계도서관

정보대회(WLIC)와 함께 개최되는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및 국제목록전문가회의(IME-ICC)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개최할예정이다.

196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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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하는
국립중앙도서관-남산 시대

이시기에는국립중앙도서관이소공동에서중구회현동의남산어린이회관건물을개조하여이전개관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80년대초부터도서관전산화사업을추진하여한국문헌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비롯한 각종 표준 포맷을 개발, 보급하여 전국 도서관

전산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 다. 또한 도서관 관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지역(ASPAC) 도서관대

회를개최하여해외도서관과의협력을위한활동을수행하 다.

1974. 12. 2~1988. 5. 27



625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 실험용 포맷 제정

국립중앙도서관은 1976년 업무 전산화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도서관 업무 전산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목

록업무를우선적으로전산화하기로결정하 다. 이에따라 1980년에목록업무전산화의기본이되는서

지데이터포맷인 KORMARC, 즉‘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단행본실험용포맷’을개발한이후단행본, 연

속간행물용 표준 포맷 확정(1984), 비도서자료용(1991), 고서용(1992), 전거 통제용(1993) 등의 포맷을 개

발하여 KS로제정하고 2005년 통합서지용 KORMARC을개발하여 KS 제정을의뢰하 다. 현재는전국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목록 DB 구축 시 KORMARC 적용이 일반화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우

리나라 대표 국가서지 작성 기관으로서 MARC의 세계적 표준화와 전 세계 목록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할것이다.

198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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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역삼동 신축 이전 개관

1981년 9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은 아현분관을 강남구 역삼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개관하 다. 분관은

1979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 2500평, 대지 2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열람석

은총 1200석이었으며장서 30만 권의수용능력을갖춘현대식건물이었다. 또 어린이실, 음향자료실(어

학훈련실), 회원자료실, 기타 개인연구실, 참고실, 일반열람실 등을 설치 운 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표본도서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 다.

198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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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역삼동)을 전국 공공도서관의 표본 도서관으로 운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은역삼동이전개관이후당시로서는드물게훌륭한시설을갖추고전국공공도서관

의 표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자료실, 도서를 비롯하여 그림과

블럭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춘 어린이실, 자료를 기증한 지역 주민이 회원이 되어 소장 자료를 열람하고 기

증 자료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한 회원자료실 등을 설치 운 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

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서예 공간까지 마련한‘온독실’을 개설 운 하는 등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봉

사로지역주민은물론공공도서관계의주목을받았다. 분관은또한여름과겨울연 2회에걸쳐전국독서

교실을 주최하면서 직접 독서교실을 운 하 으며 독서주간에는 독서 백일장을 개최하 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자원봉사 모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도서관의 표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움직이

는도서관, 열린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했다.

1981. 9. 30~199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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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역삼동 분관은 1983년 2월 21일부터 도서관 봉사활동활성화 정책의일환으로 이동도서

관을운 하 다. 이동도서관이란공간적, 시간적제약때문에도서관을이용하기어려운사람들도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정된 도서를 자동차(이동도서관)에 싣고, 특정 기관이나 미리

정해진지역을정기적으로순회, 방문하여도서관자료와서비스 역을관외로확장함으로써국민의평생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실시 지역은 서울 지역의 강남·강

동·관악·구로구와 경기 지역의 성남·안양시 일부 및 과천 일원이 대상이었으며, 모두 20개소를 매월

40회 순회운 하 다.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의이동도서관운 은공공도서관부족현상을타개하고자료

활용의극대화, 독서인구의개발, 한국형이동도서관의표준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었다.

198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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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직무교육과정 설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4월 부설‘조선도서관학교’를 개교해 1년 과정의 도서관학 교육을 실시하여 사

서 양성을 시작하 으나 이후 6.25 전쟁으로 자동 폐교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시 사서 교육을 시작

한것은 1963년 도서관법이제정공포되면서부터로제도나교육내용면에서많은발전을이룩하 다. 그

후 1983년 문교부 중앙교육연수원 분원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문교부 소속의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과

정을 설치해 사서직에 대한 체계적이며 더욱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총무처

로부터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국내유일의사서직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지정되었다. 1998년부터는공

무원 외에 전문도서관, 사립대학 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사서직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사

서, 문고종사자 교육의 실시로 교육 대상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 으며 외국에서

근무하는한인사서를위한교육도계획하고있다.

198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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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본관 신축 기공

국립중앙도서관(남산)의 본관은 이전 소공동 건물에 비하면 그 규모가 확장되어 장서 정리와 이용 공간이

확충되었지만구조나시설, 교통등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 1984년본관이전계획을세우고현재의서초

구반포동서리풀공원내의대지를매입하여그해 3월 당시 진의종국무총리(사진 맨 오른쪽)와 각계 인사

가 참석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치루었다. 이후 4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88년 5월 28일 개관함으로

써국립중앙도서관의새로운시대를열었다. 또한 1987년도서관법을개정하여규모나기능면에서국립중

앙도서관이성장할수있는기반을갖추었다.

198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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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성장의 국립중앙도서관-반포동 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은발전된도서관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1984년 본관이전계획을세우고 4년간의공사

기간을거쳐현재의서초구반포동서리풀공원내에서새로운출발을했다. 1987년 도서관법개정으로국

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된 이래, 1991년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

관임이 명시되었고,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확고해졌다.

1988. 5. 28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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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문헌번호센터를설치하고 1990년 8월 24일 국제 ISBN 관리기구에정

식 가입하여 국가번호‘89’를 배정받았고, 1991년 8월 27일 ISSN Int’l Centre(프랑스 파리 소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여 가용 번호 5000개를 배정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시행하게

된것은 1987년 10월 개정된도서관법제18조에근거하 으며, 번호 부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

령으로정함으로써 ISBN과 ISSN이 우리나라에서뿌리내릴수있는터전을마련하 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1990년 11월 출판계와 도서관계 인사 중심의 한국문헌번호운 심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운

·협력·기술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1년 9월에‘한국문헌번호편람-

도서번호편’을, 1992년 6월에‘한국문헌번호편람-연속간행물편’을 심의 확정하여‘한국문헌번호편람’을

완성하 다.

199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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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 시작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을대표하는도서관’으로세계각국의주요도서관과자료를상호교환하며다양한

협력활동을하고있다. 1997년 11월부터시작된한·중·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는국립도서관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최신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 아이디어를 교류함으로써 도서관 업무의 발전과 서비스

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격년으로 정기 상

호방문하여세미나개최, 실무 견학 및토의, 국내 주요 도서관견학, 문화 유적지 시찰등의활동을하고

있다. 2002년 3월 12일에는 싱가포르 국가도서관관리국과‘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싱가포르 국가도

서관 관리국 간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의 국립도서관과 자료 및

인적 교류를 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러시아 국립도서관, 체코 국립도서관과 교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상호이익이되는새로운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하기로합의하 다.

199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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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분관을
학위논문관으로 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99년 11월 1일 학위논문관을개관하 다. 강남구역삼동에소재하고있는분관을새롭

게꾸며개관한학위논문관은당시석사논문 38만 3000책, 박사논문 6만 7000책등학위논문 45만책을

소장하고 2005년 6월까지 국내 유일의 학위논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학위논문이

인터넷으로제공되어이용됨에따라방문이용자수가급감하여 2005년 8월본관으로이관, 개실하 다.

199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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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관 신축 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문헌 자료의 체계적·과학적 보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위하여‘자료보존관’을신축, 2000년 8월 30일 준공식을가졌다. ‘자료보존관’은연건평 5000

평(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약 400만 책의수장능력을보유한첨단시설로 1996년 11월에 착공, 3년

8개월만인 2000년 7월에완공되었고총 317억 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자료보존관은자료보존에적합

하도록온도 20℃, 습도 50%를유지토록하는자동항온·항습장치를설치하고, 목재서가와모빌렉, 자

료 보존에 유해한 환경 인자를 차단하고 온·습도 유지가 가능한 조습 판넬과 도서 소독을 위한 감압 훈

증시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등을설치하여자료의체계적, 과학적 보존을위한첨단시설을완비하

다. 자료보존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十七史纂古今通要’(국보 제148호), ‘釋譜詳節’(보물 제523-1호)

등의귀중자료를포함한국가문헌자료가보존관리되고있으며, 종합적인자료보존관리계획을수립하

여명실공히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국가문헌자료보존기능을하고있다.

200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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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부터소장된귀중자료를더욱과학적이고전문화된방법으로보존처리하기위

하여 자료보존관에‘수선·복원실’, ‘훈증소독실’, ‘마이크로필름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등 첨단 보존

시설 및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 다. 자료보존관 2층에 설치된 수선·복원실은 약 42평(139㎡) 규모로

기계식 배접기, 대형 작업대, 조습 처리기, 전자 현미경 등 30여 종의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매년 열화·

훼손 예방 차원에서 유해 미생물, 곰팡이, 해충 등을 살균·살충하기 위한 훈증 소독 작업과 장기간 보존

에 따른 산성화(pH5 이하)로 인하여 황변화되거나 바스러져 멸실되는 귀중 자료에 대한 탈산(pH7 이상)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 대표 보존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보존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IFLA PAC(보존과 복원) 한국센터 지정과 국내 대표 자료 보존 처리 센터로 그 기능과 역할

을확대해나갈것이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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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장서 500만 달성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9월개관 59년만에 500만장서시대를열었다. 국내도서관가운데처음으로

장서 500만 책을달성한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9월 15일 대통령부인권양숙여사, 정동채문화관광

부 장관,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을 비롯한 도서관계 및 문화계 인사, 일반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하 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의 지식과 정보의

중심의되어주기를바란다”고당부하며, 500만 번째장서로등록된‘한국복식도감’에“도서관은책과지

식을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의 장입니다”라는 기념 문구를 새겼다.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을 비롯하여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의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자랑스러운

납본 최대 출판사로 선정된 도서출판 박 사와 (주)지구레코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 다. 또한‘국립중

앙도서관 500만 소장 자료 특별전’에서는 도서관 귀중본 1호이며 보물 523-1호로 지정된‘석보상절’,

‘고구려광개토대왕릉비탁본’등 100종의자료를전시하 다.

2004. 9. 15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 관장

편찬위원 강창석 ｜ 기획연수부장

이치주 ｜ 자료관리부장

심 섭 ｜ 총무과장

강기홍 ｜ 도서관정책과장

황인관 ｜ 사서능력발전과장

여위숙 ｜ 정보화담당관

신현태 ｜ 자료기획과장

선명순 ｜ 주제정보과장

성문모 ｜ 정책자료과장

이숙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팀장

신인용 ｜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장

감수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포옥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경구 ｜전 열람관리부장(1981~2002)

정병완 ｜전 열람과장(1967~1983)

조원호 ｜전 열람관리부장(1965~1994)

집필 1장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장~12장 서인숙 ｜사사 전문 집필가

가필 1장 오혜 ｜ 주제정보과

2장 이재선 ｜ 자료기획과

3장 이재선 ｜ 자료기획과

조설희 ｜ 정책자료과

4장 오혜 ｜ 주제정보과

임경자 ｜ 주제정보과

5장 박은봉 ｜ 정보화담당관실

류희경 ｜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

6장 권정임 ｜ 도서관정책과

7장 장명란 ｜ 사서능력발전과

8장 권정임 ｜ 도서관정책과

9장 김옥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박경숙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장 최학수 ｜ 총무과

11장 권정임 ｜ 도서관정책과

12장 권정임 ｜ 도서관정책과

편찬실무 오혜 ｜ 주제정보과 사서사무관

정인순 ｜ 주제정보과 사서주사

교열을 도와 준 사람들 김수정 ｜ 주제정보과

노정미 ｜ 주제정보과

이순화 ｜ 주제정보과

이윤경 ｜ 주제정보과

편집디자인 금은 ｜ 디자인 동인

화보 촬 정희상 ｜ Photo 101 Studio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를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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