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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목적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도서관계의 대처는 

미흡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통일 전 남북 도서관계 협력의 중추 기관이 되어 통일 후 남북 

문화이질화의 간극을 최소화하며 도서관계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구심체로써 한반도 도

서관계의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북 도서관계 현황을 파

악하여, 통일 전후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 통일전후 도서관계 활동과 대처 방안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통일 이전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방안과 통일 이후 

통합 방안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제도 및 정책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남북 도서관계 현황과 통일 독일 도서관 통합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문헌 연구과 면담조사를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도서관계 통합에서의 

장애 요인을 도출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대응 전략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에 따른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에서는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남북 도서관계 현황 파악을 위해 1~2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일 독일 도서관계 통합 

사례 분석을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도 함께 고찰하였다. 둘째, 면담 조사에서는 북한 도서

관의 특성과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탈북 사서 2인과 북한 도서관 이용자 5인, 총 

7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독일 도서관의 통일 전후 활동과 통합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국립도서관, 베를린국립도

서관을 방문하여 관장 및 사서 6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에

서는 총 2회에 걸쳐 통일 대비 남북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대응 방안을 검

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남북 도서관계 현황 분석 결과로 도출된 협

력 및 통합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장애 요인을 검토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남북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전략과 제도 및 정책 정비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 대비 남북 도서관계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

서관의 대응 전략과 제도 및 정책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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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북한 도서관의 특성과 남북 도서관계 현황 비교를 토대로 통일 전후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도서관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

과 기능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장서 구성과 사서 자격, 도서관법, 이용자 서비스 수준, 네트

워크의 개방성, 도서관 협력체계 등 전 영역에 간극을 심화시켰다. 둘째, 북한 도서관 간의 

물리적 인프라 수준 차이가 커서 통일 후 북한 지역 도서관 수준을 남한 도서관의 평균 수

준만큼 끌어올리는 데 엄청난 소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한 사서 자

격 제도와 전문성 차이가 매우 큰데, 특히 자격 제도는 통일 후 도서관법, 사서 교육 및 채

용,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며 통합 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에 비해 남한의 도서관 운영체제가 매우 복잡해서 협력 및 통합 과

정의 주체 설정, 신속한 역할 분담, 재정 및 행정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다섯째, 국립중

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의 대민 서비스 유형이 달라 국립중앙도서관도 향후 통일 시대의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서비스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남북 간 경제·정치·

문화 이질성으로 인한 남북한 사서의 내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독일 도서관의 통합 사례 분석에서 도출되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상호 간 정보채널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통합 과정이 자연스

럽게 진행되었다. 둘째, 통합 초기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도서관 기구를 마련하고, 여기서 

법제, 장서, 예산, 표준 및 기준, 건축, 임금, 협력 부분의 통합 방안이 결정되었다. 셋째, 통

일 이전 국가도서관 협력은 국가 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협약서에 도서 전시와 서지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공식적 협력 이외에도 기관 차원

에서 비공식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행사나 국제전시회 등의 참가를 통해 동서독 

사서들 간에 개인적인 접촉을 늘리는 것이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도서관계 초기 

통합 단계에서 정보조직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서지 발간과 목록 체계 통합, 이에 따른 IT 

시스템 구축 및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섯째, 도서관 조직 통합은 동일 부서를 

양쪽에 모두 설치하는 병렬 구조와 업무에 따라 부서를 한곳에만 두는 단일 구조로 설정했

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절차 단일화를 지향하였다. 일곱째, 인력 측면에서 

통합 초반 동독 사서들을 연령과 담당 직무의 유형에 따라 해고하였고, 통합 조직의 측면에

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시행하였다. 여덟째, 급여는 독일의 정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아홉째, 도서관 제도 측면에서 국립도서관의 관할 정부 부처

를 설정하고, 중복 납본이 되지 않도록 납본법을 비롯한 도서관법 재정비를 하였다. 열 번

째, 인력 양성 제도는 동서독 사서 자격 제도와 교육 체제가 달라, 완벽한 통합이 어려웠으

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열한 번째, 독일 도서관 통합이 주로 서독 위주로 이루어져 

동독 사서들이 많은 혼란을 경험하였다. 열두 번째,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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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매우 어려워 여전히 동독과 서독 사서들 간의 갈등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대응 전략 제안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전제로 남북 관계 변화와 통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반영하여 통일 전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점진적(합의형) 통일과 급진적(흡수형) 통일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 남북 도서

관 ‘협력 단계’와 통일 이후의 ‘통합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추진 계획을 도출하였다. 또한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 환경으로 도서관 분야 제도 

및 정책 부문의 정비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협력 단계에서는 2015년 도서관 부문이 명시된 남북한 문화 협정 체결의 전제 하에 국립

중앙도서관이 남북 도서관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5개 부문의 13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2015~2018) 전략은 크게 둘로 나누어 1차(2015~2016)는 남한

이 주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나 해외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과제, 2차

(2017~2018)는 남북한 문화 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단기 4년

(2015~2018)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2019~) 전략은 남북

이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는 남북한 도서관 협력 과제 중심으로 전략을 도출하였다. 

협력 단계의 13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화 부문에서는 국내 북한 자료 종합목록 구축(2015~2016), 국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

(2017~2018), 북한자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2018), 3개 전략을 제안하였다. 둘째, 도서

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2015~)와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2015~), 2개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부문에서는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2015~),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2015~2016), 북

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 추진(2017~)으로 4개 전략을 제안하였다. 넷째,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2015~)과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

(2017~)으로 2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부문에서는 

북한 소장 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2017~)과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2017~), 2개 전략

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및 정책 정비 방안으로 남북 도서관계 협력 조성 및 활

성화, 통일 초반 도서관 제도 및 정책의 통합 준비를 목표로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

교류 협정 체결(2015~2017),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운영

(2015~),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명문화(2015~)라는 총 3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합 단계에서는 한반도 도서관계 통합을 선도하는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가칭)’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표로 조직 및 인력, 장서 개발, 국가서지 표준화, 전산화, 정보서비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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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리모델링, 내적 통합, 총 7개 부문의 26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단계는 통일 

후, 남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 인민대학습당이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으로 통합된다는 

가정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서울본관(가칭)’, 인민대학습당은 ‘평

양분관(가칭)’으로 명명하였다. 

통합 단계의 26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인력 부문에서는 한반도국립

중앙도서관 통합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1차년도~),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1~3차년도), 인력 재배치(1~3차년도)로 3개 전략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서 개

발 부문에서는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1~2차년도), 남북 국가도서관 선

정도서리스트 및 서평자료 발간(2차년도),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관련 장서 이관(2~3차년

도), 고전적 및 아카이브 수집(2~3차년도), 평양분관의 장서 확충(2~5차년도), 국내외 출판 

자료의 수집 역할 분담 및 상호 교환(1차년도~)인 6개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가서지 

표준화 부문에서는 한반도 국가서지 작성(1차년도~),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

(1~2차년도),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1~2차년도), 디지털

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2~3차년도), 서지도구의 통합판을 적용한 데이터 구축(3

차년도~), 남북 도서관 통합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 협력 작성(3차년도~)인 6개 전략을 제

시하였다. 넷째, 전산화 부문에서는 기간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1~2차년도),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2~4차년도),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4~5차년도), 도서관 

협력망 구성(4~5차년도), 디지털화 자료선정 및 구축(4차년도~), 5개 전략을 제안하였다. 다

섯째,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2차년도~)와 통일 안정화를 

위한 정책관련 서비스 활성화(2차년도~)인 2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건축 및 리모델

링 부문에서는 건물 리모델링(1차년도~)과 건물 신축(4차년도~)인 2개 전략을, 일곱째 내적 

통합 부문에서는 순환근무제 실시(2차년도~)와 직원 대상 워크샵 실시(2차년도~), 2개 전략

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및 정책 정비 방안으로는 통일 한반도 도서관의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1~5차년도), 도서관 법제 정비(1~5차년도), 한

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 정비(1~5차년도), 인력제도 정비(1~5차년도),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1차년도~)으로 총 5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통일 이후 남북 도서관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통일 전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로 첫째,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남북도서관계의 협력을 준비함으로써, 통일논의에 있어 도서관계가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남북 도서

관계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통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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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통일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남북한 간 신뢰 하에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드레스덴 선언 거부로 남북한 관계는 다소 경색되었으

나,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법, 경제, 행정, 복지, 체육,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전후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었고, 분야에 따라 인적, 물적 교류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함께 수립되었다. 또한 국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에서도 통일 대비 북한의 동향 파악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서는 독일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6가지 분야의 통일대비 국내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제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장과 북한 법·제도의 변화 유도, 둘째 통

일에 대비한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개편, 셋째 통일대비 재정건전화 및 재정수요의 조달방

안, 금융구조 개편, 산업구조 개편, 통일리스크 감소, 넷째 사회복지 분야, 노동시장, 북한주

민 포용, 사회통합, 다섯째 통일에 대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력양성, 여섯째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 및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제도화에 관한 것이다(통일연구원, 2011, 

pp.4-7).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으나 아직 도서

관계의 대처는 미흡하다.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확대되었다. 특히, 공연행사, 영화, 전시행사, 문학 및 출판 분야

의 과거 교류 사업이 지속·확대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00년 전까

지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치중되었지만, 2000년 이후 장기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문화예술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도서관 관련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pp.15-36).

따라서 도서관계는 문화예술분야의 한 축이자 통일 이후 남북 주민간의 갈등과 격차를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해소하고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국가의 

통일 정책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통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 이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라

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된 우리 정부의 통일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통일 전후 한반도 도서관계의 ‘접근을 통한 변화, 변화를 통한 접

근’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즉, 통일 이전에는 북한 도서관계에 대한 이해



- 2 -

를 바탕으로 남북 도서관계간 협력의 중추 기관이 되어 점진적 접근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

당기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분단으로 극대화된 문화이질

화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도서관계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의 구심체가 

되어 한반도 도서관계의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국제심포지

엄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 통일 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이 통일 이전의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과 통일 이후의 도서관계 통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북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통일 전후 도서관계의 활동을 

조사·분석하였다. 물론 독일의 상황은 서독이 모든 차원에서 동독을 흡수해 버린 형태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흡수과정이 큰 마찰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단 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고 통일 이전부터 자료 교환과 상호대차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상황과는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동독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다는 점, 경제적 격차가 

큰 국가 간에 통일되었다는 점에서 통일독일의 경험 사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 도서관계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 이전의 남북 도서

관계 협력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제시한다. 둘째, 독일 통일전

후 도서관계 활동과 대처 방안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통일 이전의 남북도서관계 협력 방안과 통일 이후 국가도서관을 비롯

한 도서관계 통합 방안과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남북한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제도 정비와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1.2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북한에

서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 

문화정책, 도서관과 사서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남북 도서관계 현황을 

도서관계 특성과 제도 및 체제, 도서관 서비스, 국가도서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

로 남북 도서관의 유형과 규모, 도서관 자동화, 도서관 법, 인력양성제도, 운영체계, 기술 및 

대민 봉사, 국가도서관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남북통일 대비 협력 및 통합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장애 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독일 통일 전후 도서관계 및 동ㆍ서독국립도서관의 

선험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세부 내용은 통일 이전 동ㆍ서독 도서관계의 협력 방

향 및 내용, 통일 전후 도서관 제도 정비,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정책, 통일 전후 동·서독국

립도서관의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와 추진 사업, 통일 이후 독일국립도서관으로

의 통합화 과정과 활동, 성공 및 시행착오의 경험 등이었다. 이를 통해 남북 도서관계의 협

력과 통합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최종 연구 결과로써 향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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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반도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일 이전, 국내 도서관계 간의 

협력체 구성, 북한 국가 도서관과의 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류 및 공유 등, 남북 도서관계 협

력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전후 도서관계 협력과 

통합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남북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독일 도서관계 통합 사례의 심층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탈북자 심층면담 조사, 독일 도서관계 관계자 면담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

각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별 조사 목적과 세부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남북 도서관계의 현황과 통일 독일 도서관계의 통합 사례를 조사

하였다. 북한 도서관계 현황 파악을 위해 1차 문헌인 노동신문  2008년~2012년, 사회과학

원학보  2008년~2014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년~2014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08

년~2014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와 학술지, 동향 자료 등을 수집하여 도서관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2차 문헌으로는 북한 도서관과 전산화, 관련 법 및 제도, 인민대학습당

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기초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남한 도서관계의 현

황 파악을 위해 ｢도서관법｣과 최신 문헌정보학 개론서, 관련 학술 논문 및 보고서, 한국도

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10년부터 2013년 판,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 각 기

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독일의 도서관계 통합 사례 분석을 위해 국

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탈북자 심층 면담 조사에서는 북한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추가적

인 북한 도서관계 실태를 파악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탈북 사서 2인을 비롯하여 북한 도서

관 이용 경험이 있는 탈북자 5인, 총 7인이며, 면담 내용은 북한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과 기능, 도서관 이용 경험, 북한 도서관계 및 국가도서관의 특성과 서비스 등이었다. 면담

자별 주요 면담 내용은 <표 1>과 같다.  

구분 학력 및 경력 주요 내용

사서1 대학졸업/사서 도서관 현황, 사서 직제 및 자격획득 과정, 사서업무, 전자도서관 현황 

사서2 고등중졸업/사서 도서관 현황, 사서 직제 및 자격 획득 과정, 사서 업무

이용자1 고등중졸업/학생 도서관 이용 절차, 도서관 현황, 도서관 이용 경험(평양)

이용자2 고등중졸업/장사 일반 주민 도서관 이용 경험(무산군), 장마당 도서대여

이용자3
대학졸업/교사, 

장사

도서관 이용 절차(대홍단군), 도서관 도서 구비 현황, 일반 주민의 

도서관 이용경험, 장마당 도서대여

이용자4 대학졸업/교사 도서관 이용 절차 및 경험, 도서관 도서 구비 현황, 장마당 도서대여

이용자5 대학졸업/교사 도서관 이용 절차 및 경험, 도서관 도서 구비 현황

<표 1> 면담자별 주요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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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일 도서관계 관계자 면담 조사에서는 독일 도서관계 통일에 대한 선험사례를 심

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남북 도서관계 통합 전후에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조

사 대상은 독일국립도서관과 베를린국립도서관의 관장 및 사서이며, 면담 내용은 통일 전

후 도서관계에 발생한 위기와 대응방안, 통일 전후 동·서독국립도서관의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성과, 통일 이후 독일국립도서관으로의 통합화, 도서관계 통합 진척 상황, 

성공 및 시행착오의 경험 등이었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통일대비 남북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

응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는 국내 북한 자료 실무자, 북한학 및 통일

학, 국제 관계학 관련 학계 전문가, 총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회 실시하였다. 1차 자문

회의에서는 남북 도서관계 현황 분석 결과로 도출된 협력 및 통합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장

애 요인을 검토하였다. 자문 결과, 북한은 서적 사업 교류 및 번역 사업을 국가 중요 과업으

로 간주하였으며, 장애 요인으로 남북간 경제·정치·문화 이질성으로 인한 내적갈등이 추가

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통일 전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진 가능한 대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자료 수집 확대, 아카이빙, 남북한 자료 판본 대조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2차 자문회의에서

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남북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전략과 제도 및 정책 정비 방안의 타당성

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협력 및 통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 및 시기가 조정되

었고, 협력 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 단기 추진 전략을 남한 자체 추진 사업과 남북 공동 추

진 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또한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을 위해 연대 

가능한 남북 기관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절차와 방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전문가 자문회의(1차) 전문가 자문회의(2차)

↓ ↓

문헌 

분석
→

남북 도서관계 현황 파악, 

협력·통합 장애 요인 도출
→

국립중앙도서관 대응전략,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

탈북 사서 및 이용자 면담
독일 도서관 통합 관련 문헌 분석, 

독일 도서관계 관계자 면담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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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추진 체계

1.4.1 연구 분담 내용

본 연구의 수행 인력은 총 5명으로 조직 및 연구원별 연구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책 임 연 구 자

정  연  경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일 대비 남북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방안 제안

공동연구자(갑) 공동연구자(을) 공동연구자(병) 연구보조원

송  희  준 조  영  주 이  미  화 최  윤  경

·통일독일 도서관계 

정책 및 제도 분석

·통일 대비 도서관계 

정책 수립 : 제도 

개선, 남북한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 정책 도출

·북한 사회문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현황 조사

 

·탈북자(탈북 사서 및 

탈북 교사) 심층 면담 

및 분석

·통일 대비 도서관계 

협력과 통합의 장애 

및 위험 요인 도출

·통일독일 도서관계 

통합 사례 분석 및 

심층 면담 수행

·통일 대비 도서관계 

통합 방안 수립 : 

통일전후 남북 

도서관계의 협력 및 

통합 방안 도출  

·통일 대비 도서관계 

선행연구 조사

·남북 도서관계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 

시사점 도출

<그림 2> 연구 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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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추진 일정

본 연구의 수행 기간은 2014년 7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50일이며 연구 내용별 세

부 일정은 <표 2>와 같다. 

소요개월

주요내용

7 8 9 10 11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연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연구진 업무분장 ■ ■
연구 설계 ■ ■
중간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2회)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도서관계 통일 관련 

자료 검토

문헌 수집 및 분석 ■ ■ ■ ■ ■
기존 통일 대비 방안과 문제점 도출 ■ ■ ■ ■ ■

북한 사회문화 특성과 

도서관 개념 고찰

문헌 수집 및 분석 ■ ■ ■ ■
탈북자 심층 면담 및 분석 ■ ■ ■ ■
통일 전후 남북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에서의 위험 요인 도출
■ ■ ■ ■ ■

남북도서관계 현황 

분석

문헌 수집 및 분석 ■ ■ ■ ■ ■
탈북자 심층 면담 및 분석 ■ ■ ■ ■
남북도서관계 현황 비교 및 

협력과 통합에서의 시사점 도출
■ ■ ■ ■ ■

통일독일 도서관 

통합 사례 연구

문헌 수집 및 분석 ■ ■ ■ ■ ■ ■ ■
면담 조사 및 분석 ■ ■ ■ ■ ■
문헌조사와 면담결과 종합화, 

시사점 도출
■ ■ ■ ■ ■ ■

남북도서관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대응 전략과 정책 

제안

통일 이전 남북도서관계 협력 방안 ■ ■ ■ ■

통일 이후 남북도서관계 통합 방안 ■ ■ ■ ■

통일대비 도서관 법·제도 정비 방안 ■ ■ ■ ■

<표 2> 연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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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행 연구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와 방향 논의 과정에서 사회

문화 분야는 ‘문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도서관계의 협력 및 

통합에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도출하려면 도서관 차원 이상의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문화협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의 문화조약에 관한 최근 

연구를 비롯하여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을 다룬 연구를 고찰하였다.

우선 남북한 문화조약과 관련하여 박영정(2001; 2005; 2012)은 2000년 이후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국가 수준의 문화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세부적인 합의 부문에서 도서관 분야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

련하여 오양열(2013)도 남북문화협정의 일환으로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강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 영역별로 후속 의제를 제안하였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남북한 도서관 협력 관련해서 노문자

(1995)는 가장 먼저 통일 독일의 도서관 통합 과정과 통일 이후의 대응 방식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후 한상완 등(1996)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도서관 교류 협력을 위한 도

서관 정책과 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고, 노문자(2002; 2009)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고찰하고 독일 통일 후 15년 동안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 과정을 

분석하면서 통일 이전의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 협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김성욱(2010)은 남북한 도서관 법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는 남북한이 상

이한 정치 및 경제규범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통일 후 사회제도 통합에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법규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규명하였다.

최근 들어 송승섭(2013)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전자도서관 실태를 살펴보고, 남북한 도

서관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도

서관연구소(2013)는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 에서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 사례와 북한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과 준비를 처음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국가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

서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또한 

문헌 연구에만 국한되어, 실제 독일 도서관계의 통일 전후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

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유관 기관의 면담 조사를 통해 

독일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전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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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사회문화와 도서관

본 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비롯한 탈북자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

과 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문화 개념 및 정책, 교육 이념 및 제

도를 비롯하여 북한에서의 도서관 역사와 역할 및 기능,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1 북한의 문화와 교육

2.1.1 북한의 문화 개념 및 정책

북한의 문화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

가 먼저 되어야 한다. 북한의 문화 개념은 자본주의의 문화와 달리 정치적인 의미가 강조되

었고, 체제건설 시기부터 문화예술을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북한에서 문

화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며, 사회적 인간의 

발전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문화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문화에는 우선 사람이 창조한 정신

적 및 물질적 재부가 속한다.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창조물인 물질적-정신적 부, 문화적 가

치의 증대과정이다. 둘째, 문화에는 자연적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활동방식이 포

함된다. 문화의 발전과정은 그리하여 바로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방식의 

발전행정이다. 셋째, 문화에는 또한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포함된다. 주체사상은 사람

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

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화의 개념적 내용을 이루는 사

람의 활동방식을 규정할 뿐 아니라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인 문화적 부에도 체현되게 된다. 

이러한 자주성은 자주의식으로, 창조성은 창조적 능력으로 인간 활동에 작용한다. 그리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떼어 놓고는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문화는 그것들을 

포함하게 된다(박승덕, 1985, pp.19-21).”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한 북한 문화건설의 주요 목표는 민족성과 계급성, 혁

명성의 구현이다. 민족성의 차원에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과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계급성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문

화와 반동적인 문화를 구분하는데,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

단의 문화로서 진보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의 문화로서 반동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혁명성의 경우, 문화

혁명은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근로인민대중을 능력 있는 사

회적 존재로 키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낡은 문화와 잔재를 극복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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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문화건설을 이룩하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사회주의의 모든 문화를 빨리 발전

시키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문화건설의 목표를 수

행하는 데서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으로, 문화혁명에서 우선적

으로 추진시켜야 할 문제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오기성, 1999, p.106).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인간 개조의 문제는 과거 문화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혁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

한의 문화정책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민족문화의 건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

로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고 수령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힘 있게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미영, 2014, p.133).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조 아래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이른바 ‘양키문화’에 대한 반대와 ‘복

고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양 측면에서 문화정책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기본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민족문화 보존과 새로운 의미부여

를 위한 작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46년 ‘조선고적보

존위원회’를 설치, 1948년 이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서보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해방

직후부터 점차 역사박물관과 민족해방투쟁박물관을 설치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도서

관을 개설하여 산재된 문헌들과 고문서류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북한이 문화를 교양, 선전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규명하기 위해 기

울인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항일유격대의 경험을 

강조하고, 사상성을 중심으로 당과 주민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970년대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의 재구조화

를 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 전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문화와 학술영역에서 김일성의 교시

와 역사가 단 하나의 준거점이 되었으며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전 사회와 각 영역이 운영되

었고 김일성의 교시가 전 사회에 대한 규정력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김일

성의 혁명전통의 계승이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내용적, 형식적 부분에서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체제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김정일 시대 들어서도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주민들을 사상의식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

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식량난이라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군문화예술을 표방하고 민족문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문화 침투

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외부문화를 차단하고 변화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통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식량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

와의 접촉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은 체제의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시장을 통해 외부 문화가 유통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이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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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사상 문화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은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상 

유입으로 인한 체제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혁명사상의 무장, 자본주의 사상 문화적 침

투의 배격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과 같이 민족담론을 강화하고, 2004

년, 2009년 형법을 개정하여 외부문화 유입 차단과 외부문화로 인한 사상의 이완을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

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전통을 되살리고 전통예술을 복원

할 것을 제기하는 등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2.1.2 북한의 교육 이념과 제도

북한의 도서관은 문화시설이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으

로서 기능하므로 북한의 교육이념과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 이념은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사회주의헌법 1998.9.5. 수정, 제43조)이다. 1998년 8월 교육법에서 계

급의식을 고양하고, 공산주의 인간을 육성하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일과 생활을 영위하

고, 사회와 인민, 당과 인혁명의 이익을 충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되

어야 하는데, 사람의 사상과 품격이 어려서부터 형성되고 일생동안 공고히 발전되고, 세계

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인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화되기 때문이다(박승

덕, 1985, p.135).

이러한 북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양 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은 

유치원 중심의 학교 전 교육체계,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

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행해지는데, 사회교육은 북한의 교양과 교육의 기본 이념

과 목적에 따라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

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데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회교육은 성인 교육의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참다운 공산주의

적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들 생애의 전 기간

을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사회

교육기관의 예로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

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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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던 북한의 교육제도는 1990년대 들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변화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여전히 강조하기는 했으나,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과학기

술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공교

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표방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과 컴퓨터 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수재교육을 강화

하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조정아, 2014, p.75).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정은 시대로 들어서면서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종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력본위제를 강조하며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정치사상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

만, 외국어 교육, 수재교육,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정규교과과정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문장순, 2010; 차우규, 2004). 그에 따라 최근 인민대학

습당에서는 성인들에 대한 외국어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2 북한 도서관의 성격

2.2.1 북한 도서관의 역사

해방 이후 북한은 모든 문화예술 기관과 수단을 국가적 소유로 만드는 한편, 인민대중에 

복무하는 새로운 군중문화시설을 꾸릴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김일성, 1947b, 

pp.439-442). 북한의 문화시설은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위생조건을 보장하며 일상적인 생활

상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여러 가지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 도서관, 요양소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도서관은 문화시설이면서 문화혁명 수

행의 주요 사회교육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은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이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의 문화기관으로 극장과 영화관은 83개, 도서관은 35개, 방송국은 8개, 극

단은 83개, 문화구락부는 91개로, 모두다 인민을 위하여 새 민주주의적 민족문화 발전을 위

해 복무한다고 하였다(김일성, 1946, p.358). 1945년 도서실은 7개이고 도서관은 하나도 없

었으나, 1946년 말 35개의 도서관과 717개의 도서실이 운영되었고, 1946년 1947년 인민경

제발전계획에 대하여 에서 도서관 67개, 도서실 536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김일성, 1947a, pp.105-106), 1948년에는 103개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한다(김일성, 1948a, 

p.273). 이처럼 해방 직후 급격히 도서관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을 교양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인민경제발전계획에서 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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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에서 

‘인민의 정치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잡지, 도서들을 대량적으로 

발간할 것이며 도서관, 영화관, 극장, 구락부들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명

시한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김일성, 1948b, p.441).

한국전쟁 당시에도 문화선전기관에 대한 강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도 인

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에 맞게 문화시설을 많이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김일

성, 1951, pp.279-280), 학생들의 지식 축적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52, p.26). 김일성은 주요 도시에 도서관 설치를 인민경제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

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후복구 과정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립과 함께 대학 교육 및 

과학 연구의 장려를 위해 대학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1953년 김일성은 “도서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에 국립도서

관을 복구 확장할 것이며 도소재지, 주요도시들에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인민경제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다. 1953년 시작된 중앙도서관 복구사업은 1963년 들어 현대적 설

비를 갖춘 새 청사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국립중앙도서관은 1982년 인민대학습당이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국가도서관으로 기능하였다.

1954년 중앙도서관 복구사업 이후 대학도서관, 과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설립과 기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1955년 김일성은 전쟁으로 파괴된 대학도서관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55, p.369). 1971년에는 학교와 노동자구, 시, 군, 소재지에 도서실이나 청년도서관을 꾸려 

운영할 것을 제기하였고, 의학과학 발전을 위한 의학도서관을 꾸릴 것을 지시하였다(김일

성, 1971, p.39).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강조는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시·군·

구역 도서관, 학생도서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로 이어졌다. 특히 1978년

‘온 사회의 인테리화’ 기조 하에 도서관 증설과 인민대학습당 건설 계획을 밝혔고, 1982년 

인민대학습당을 평양에 건설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각 지역과 대학에 도서관이 신축되

었는데, 1995년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남도 인민학습당, 1996년 강원도 원산시 정준택원산경

제대학 도서관, 1996년 함흥시 함흥정성대학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2009년 체육도서관이 전

자자료실을 포함하여 최신 설비와 자료를 갖춘 체육과학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박영정 

외, 2011, pp.170-172).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도서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 차원의 도서관은 형식만 유지하는 한편, 개인들이 장마당1)에서 운영하는 책대여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탈북자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주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도서관 역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의 운영과 사서의 생계를 유지하기 

1) ‘시장’을 뜻하는 북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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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서들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시장이나 역전에 들고 나와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동열람실’이라고 명명되었다(사서 1). 이동열람실에서 얻은 

수익은 도서관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기도 했고, 사서들의 생계벌이의 수단이었다고 

한다. 주민들도 생계를 위한 장사 밑천으로 보유하고 있던 책들을 장마당에 나와 팔거나 대

여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책대여점이 나타났다(이용자 2, 이용자 4). 개인 책대여점은 보유하

고 있던 책들 중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소설, 아동책 등을 가지고 나와 수레에 싣고 다니면

서 대여해주거나 집 옆의 창고에 책을 비치해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인 책

대여점에서 취급하는 책들은 소유하고 있던 책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오는 책들도 많

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밀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책들이 들어오

기 시작했고, 공식 도서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책 대여점에서 유통되었다. 주로 인기 

있는 책들은 반탐, 정탐 등의 추리소설 등이었다. 최근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반면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구한 도서로 새로운 

문화에 접근해가고 있다.

2.2.2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북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육체계 하

에서 북한의 도서관은 학교교육을 보충하면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기

능한다. 2004년 북한의 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학교교육 기관과 사회교육기

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같은 것

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 야영소, 체육관 같은 

것이 속한다”고 하면서 도서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도서관

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교육 3대혁명수행의 수단인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북한의 도서관은 문화교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을 정비, 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으로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

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사상, 기술, 문

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 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 그렇게 북한의 도서관은 출판물을 정비, 보관하고 보급하는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도서관 사업은 사람들을 힘 있는 존재로 키우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출판물을 가지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한다. 

인민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책읽기를 조직하는 보람찬 사업으로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위대



- 14 -

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지식 수준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보급하여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

고 북한의 도서관은 근로자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교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물이면서 

문화교양건물이자 학습형 문화교양건물로 인민에 대한 문화 정서적 교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이자 문화교양건물인 도서관은 북한 주민에게 정치·문화·과학·기술

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교양하는 문화교양사업을 진행할 때 주요 거점이 된다. 단적

인 예로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소설 등 주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골라 의무적으로 읽게 한 후 독후감을 발표하게 하거나 김일성·김정일 및 사회주의 체

제를 찬양한 시를 주민 또는 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모임 등을 운영하였다(오양

열, 임채욱, 2002, pp.63-64). 이렇게 도서관은 문화교양의 지원기관이자 직접적인 실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습과 열람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도 강조되었는데, 도서관은 정치사상교육과 

더불어 전문지식의 습득과 확산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문화와 교육은 사회주의적 이

념에 근거하고 있고, 북한의 혁명전통에 기반을 둔 정치사사상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에 따라 도서관에는 당문헌이나 혁명전통과 관련한 역사서, 노작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을 통한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였다. 대학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 체육과학도서관은 학생

이나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과 학습능력 배양의 차원에서 그 역

할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참고 서적이 부족하면 깊은 지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에 부족한 참고서적들을 꾸려 활용할 것을 제시하기로 했다(김일성, 1952, p.26). 학습 공간

으로서 도서관의 기능도 중요한데 교원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 

확충과 시설 보수 등 학습 여건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탈북자에 따르면, 최근 인민

대학습당의 경우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는 중인데, 외국어강습은 월-금까지 운

영되고 있으며,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강습한다고 했다(이용자 1).

 

2.3 북한 도서관의 특징

2.3.1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부족의 경제 효과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문화교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강조하고 있다고 

명시하지만, 도서관을 강조하는 또 다른 맥락은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출판 사업

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교양시설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제기되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정치사상교육과 전문지식의 습득의 도구로

서 도서가 중요하지만 북한 경제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없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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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마다 많은 교과서를 출판해야하기 때문에 교과서 외의 서적을 출판하기란 매우 어려

웠다. 그래서 김일성은 “공부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필요한 책을 개별적

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다”며 도서관을 많이 꾸릴 것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75a, 

p.251). 더욱이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 아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책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의 강조는 도서관 확충 계획으로 나타났는데, 김일성은 모든 시와 군, 구역에서 도

서관을 운영하고 과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의 설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을 짓

기 위한 자원을 충당하지 못해서 대학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에 비해, 시, 군, 구역, 학교 등

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시설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지역이나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이나 확충보다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김일성, 1975b, 

pp.461-462). 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도시와 농촌지역이나 소도

시 사이의 차이가 컸고,  농촌의 경우 한 칸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한 반면, 대도시의 도서관

은 여러 칸의 열람실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서관의 격차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는 도서관의 교육조건 등을 마련함에 

있어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졌다. 도서관에 근무하

는 사서들도 생계활동을 하러 다니다보니 도서관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민들 역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생활적 여유가 없어 시, 군, 구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유명무실

해지게 되었다.   

  

2.3.2 도서 접근성의 한계

북한 도서관의 도서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소장되어 있는 도서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

다. 혁명역사 및 노작을 중심으로 비치되어 있고 전문도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

리고 세계문학전집 등 일부 서적이 있지만 혁명역사 및 노작, 정치사상적 도서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는 대출이 까다로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남한 도서는 있긴 하지만 

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김용범 외, 1999, p.169).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이용자 4)의 경우, 1970~1980년대까지만 해

도 외국 소설 햄릿 , 어린왕자  등의 외국 소설을 접한 경험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외국 소설을 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혁명역사를 중심으로 도서 재비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치 도서의 양과 질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탈북자(이용

자4와  이용자5)는 출판 사정이 열악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서와 많은 수의 도서가 각 지역 

단위에까지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도서 출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소장 도서가 오래되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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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중심으로 도서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을 지급하여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

였다. 인민대학습당이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지방 도서관에 없는 도

서들을 인민대학습당에서 사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고 탈북 사서(사서 1)는 말했다.

도서가 부족하여 다양한 정보나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 서적의 경우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은 전쟁 이후 의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외국 도서들을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도서, 의학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여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었고(김일성, 1977, p.567), 

그로 인해 “100만의 인테리가 한 권 이상 번역하면 100만권의 책이 나올 것”이라며 번역과 

집필을 강조할 정도였다(김일성, 1979, pp.163-164).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외

국 도서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이고, 이는 전자도서관의 경우도 그러하다. 컴퓨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어 전자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탈북 사서(사서 1)와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전자도서관 이

용에 있어 자료의 검색과 관련 자료의 내용 정리를 사서가 대신해주는데, 이용자가 컴퓨터

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도서관은 보유 도서

의 양과 질이라는 측면과 주민들의 외국어능력과 컴퓨터 이용 능력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접근성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2.3.3 이용 및 이용자 특성

북한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한 특성은 이용절차와 이용자의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독자증을 발

부받아야 하는데, 독자증을 발부받으려면 소속 기관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소속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도서관에 신청해야 한다. 독자증은 도서 대출을 비롯한 인민대학습당 출입

에도 이용된다. 

도서관의 대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책목록표를 보고 읽을 책을 선택한 후 사서에게 요

청하면 사서가 찾아서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지역 도서관의 경우는 목록표가 따로 비치되

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미리 읽을 책들을 정해서 요청한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면 집에 가져가서 읽을 수도 있지만 주로 도서관에서 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납 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 기한이고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 위주이고 벌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훼손과 분실의 경우에는 꼭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김용범 외, 1999, p.159). 그러나 탈북자(이용자2와 이용자3)에 따

르면, 대홍단군의 경우 하루에 한 권을 빌려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반납을 안 하면 

이용자가 소속된 기업소에 통보해서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도서관 이용자를 살펴보면 주로 학생과 전문분야 종사자들, 예를 들어 의사나 과

학자 등이다. 탈북자(사서1, 사서2, 이용자1, 이용자4)와의 면담에서도,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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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전공 서적을 빌려보거나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주로 학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고 했다. 대학생의 경우는 열람실에서 전공 공부를 위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를 빌리는 경우 전공 관련 서적을 주로 대출하였다고 한다. 대학도서관 이용경험자 대

부분이 노작을 발췌하거나 전공공부를 위해 책을 빌려 보았고, 생활책이나 문학작품은 읽

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의사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나 간부 등도 관련 분야 전문서적을 접

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개인적인 취미가 독서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취미가 독서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

서관 이용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서관보다 장마당의 개인 대여점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1996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북한 주민의 문화향수 실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97명 중 14%가 책을 거의 읽

지 않았고, 주로 읽은 서적은 문학예술과 생활정보 분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6%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고, 북

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7.4%로, 북한 주민

의 도서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경제활동, 도서관의 열악한 상태로 인해 일반 주민의 도서관 이용률은 더욱 저

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학습당은 지역도서관에 비해 이용자가 많은 편인데 특히 외국어 교육을 받

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자(사서1과 이용자1, 이용자4)와의 면담에 따르면, 인

민대학습당의 경우, 평양에 거주하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신이 종사하거

나 공부하는 분야의 도서를 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외국어 교육을 받

는 사람은 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로, 대학생의 경우는 졸업할 즈음 인민대학습당에서 교

육을 받는데,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 외국에 나가 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

들이 대부분이라도 하였다. 

도서관 이용 관련해서도 일반 주민과 학생 및 전문가 사이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 주민

의 경우, 여가생활의 활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지만, 학생이나 전문가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도서관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지

역적 차이와 도서관 간의 격차로 인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대

학 도서관에만 제한적으로 도서관의 질적인 성장과 이용률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

국 북한의 도서관이 문화교양기관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서 북한의 부족한 자원, 정보 접근의 제한성, 여가생활을 보낼 시간적 여유 부재, 그리고 

시장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사회적 변화가 도서관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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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도서관계 현황 비교

본 장에서는 남북 도서관계의 현황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북 도서관계의 협

력 및 통합에 있어 장애 요인을 도출하였다. 남북 도서관 현황은 1차 및 2차 문헌 조사를 

비롯한 탈북자 및 방북자 면담 내용을 종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도서관계 특성, 도서관 

제도와 체제, 도서관 서비스, 국가도서관,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비교·분석하

였다.

3.1 도서관계 특성 

3.1.1 도서관의 유형과 규모

도서관 규모의 측면에서 북한 도서관 수와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군중도서관이 5,000여개, 남한의 공공도서관은 6,527개, 대학 및 학교도서관은 북한

이 5,000여개, 남한이 11,700여개라고 추정하면, 군중 및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학 및 학교도

서관의 남북 편차가 컸다. 이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학교도서관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 

군중도서관의 하위 유형인 학생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송승섭, 

2008, pp.142-143; 한국도서관협회, 2013, p.409).   

도서관 유형은 대상 이용자 및 봉사 목적에 따라 북한은 군중도서관과 과학도서관으로 

양분되었으나, 남한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좀 더 세분화

되었다. 북한의 군중도서관과 남한의 공공도서관은 유사한 성격을 지녔으나, 도서관 규모와 

봉사 대상 구역, 이용자 특성 등에 따라 유형이 다시 세분되었다. 또한 북한의 과학도서관

과 남한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비슷하였으나, 북한은 남한에 비해 과학기술 정보를 

훨씬 강조하고 있었다.

3.1.2 전산화

도서관 전산화 실태에서 남한은 전산화 시스템이 대중화되었고 다양하게 시스템을 사용

하였으며, 북한도 도서관 업무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도

서관마다 편차가 심했는데,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등 소수의 도서관만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한 반면, 대다수 도서관들은 여전히 수작업

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네트워크나 전산 장비도 도서관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랐고, 대부분 물리적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도서관도 남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장 목록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검색·접근하는 제반 환경이 이미 일반화되었지만, 북한은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극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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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도서관만이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의 홈페이지가 상호 연결되었으나, 

관내에서만 도서관 목록을 비롯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승섭, 2013; 전창호, 2002; 이종문, 2008;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pp.367-369). 

이상의 남북 도서관계 특성을 도서관 유형과 전산화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북한 남한

유형

○ 군중도서관

 -목적: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기술지식 보급, 

사회적 학습 널리 조직

 -종류: 행정구역 기준 시, 군(구역), 

로동자구 도서관, 학생도서관, 

공장도서관, 농촌도서관

○ 공공도서관

 -목적: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

 -종류: 국가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 학교도서관: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 과학도서관

 -목적: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보급, 사회적 학습을 널리 조직

 -종류: 종합 과학도서관, 전문 

과학도서관, 

과학원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연구기관도서관, 도도서관 등

○ 대학도서관: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

전산화

○ 도서관 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 

유형 및 지역에 따른 수준 편차가 

큼

○ 대다수 도서관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설비가 갖춰지지 않거나 열악함

○ 인민대학습당을 중심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일부 과학도서관 홈페이지가 상호 

연결된 인트라넷 형태로 제공, 

관내에서만 이용됨

○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사용이 

일반적이고, 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양함

○ 도서관 소장 목록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검색·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 대중화, 관내와 외부 

접근 가능함

○ PC 기반 서비스 이외에 전자책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갖춤

<표 3> 남북 도서관계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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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서관 제도와 체제

3.2.1 법

도서관 관련 법령으로 북한은 1998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남한

은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이었다. 조항의 구성은 북한은 전체 5장 45개 조항, 남한이 보

칙을 제외하면 전체 9장 45개 조항이며, 북한은 도서관의 핵심 업무와 이용, 지도통제에 대

한 전반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남한은 이외에도 관종별 주요 업무와 설치 근거를 기재하

여, 남한이 북한보다 도서관 관련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련 법령도 더 다

양하였다.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규범적 측면에서 남한은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성 보장이 

전제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의 확립과 독재체제 유지를 전제로 도서관법을 운영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자료 수집 범위를 체제수호에 합치되는 

자료로만 국한시키고, 인민은 사상검증이 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법적 근거

로 사용되었다. 또한 출판물 대출 측면에서, 남한은 자료의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운 반면, 

북한은 학생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대출한 책에 대해 감상문이나 요약문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송승섭, 2008, pp.276-296; 김성욱, 2010). 

3.2.2 인력양성제도

남북 도서관의 사서 양성 교육 및 자격 취득 제도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서 교육의 경

우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에서, 남한은 4년제 및 2년제 대학, 1년제 

사서교육원 등 다양한 유형의 46개 기관에서 담당하였다. 사서 자격의 취득은 북한은 검정

시험을 통해, 남한은 학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북한은 반드시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대학 졸업 후 사서로 취업이 가능하고,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검정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한은 기본적으로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였다. 

북한의 사서 급수는 6급으로 남한의 1~2급 정사서, 준사서인 3개급보다 세분되며, 3급까

지는 시험으로 진급이 가능하지만 1~2급은 국가에서 특별 임명되었다(송승섭, 2008, 

pp.67-6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사서자격제도란”). 남북 모두 근무 경력과 학력 

등에 따라 급수가 구분되었지만 북한은 시험을 통해, 남한은 사서 자격 취득 후 취업, 실무 

경력 및 학위 취득 후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급하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남북사서의 급수제

를 비교하면, 북한의 6급 사서는 남한의 준사서와, 5급 사서는 2급 정사서와 자격이 유사하

였고, 4급 이상부터는 근무 경력과 외국어 능력에 따라 진급되었다. 

3.2.3 운영체제

북한의 도서관은 당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중앙집중식 체제이며, 국가, 기관 및 기업소, 사

회협동단체인 소속별 도서관망과 유형별 도서관이 결합되어 전국도서관망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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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한 남한

법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도서관법｣

제정년/
개정년 1998/1999 1963/2012

조항수 45개조 48개조

관련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저작권법｣, 지방자치단
체 도서관 관련 조례와 규칙

구성

○ 총 5장으로 구성
○ 출판물 수집, 서고관리 등 도서관 업무, 

도서관 이용, 지도통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명시

○ 사회주의 사상 확립과 독재체제 유지를 
전제, 도서관의 자료 수집 범위와 이용 
제한의 법적 수단으로 사용

○ 총 9장으로 구성
○ 도서관 전반에 대한 정책과 운영체제, 

역할과 임무, 관종별 설치 및 주요 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명시

○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성 보장 전제

인력 
양성 
제도

교육 ○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 
설치 

○ 사서 교육 기관이 다양함
 - 4년제 및 2년제 대학, 1년제 사서교육원, 

총 46개교(개관)

자격제도

○ 매년 검정시험 실시 
○ 학위, 경력, 외국어 능력에 따라 

1급에서 6급의 자격 요건 구분
○ 승급 시험 후 진급 가능
○ 일반 사서는 3급까지 진급, 1~2급은 

국가에서 특별 임명

○ 학위를 통해 자격 취득
○ 학위, 경력에 따라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
○ 별도 시험 없이 진급 가능

운영
체계

구조

○ 중앙집중식 체제로 당위원회의 통제를 
받음

 - 소속별도서관망(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
동단체)과 유형별 도서관
(군중도서관-과학도서관)이 결합, 
전국도서관망 구성

○ 관종별로 주무부서와 집행기관이 다름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도서관: 안정행정부(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부(시·도교육청), 
하위 유형에 따라 국방부, 법무부 등 

 - 대학 및 학교도서관: 교육부

관련 기관

○ 당 교육위원회 소속 도서관지도국
○ 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
○ 조선도서관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

<표 4> 남북 도서관 제도와 체제 비교

반면 남한은 도서관 관종에 따라 주무부서와 집행기관이 서로 다르고, 복잡한 운영 체계를 

가졌다.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지만, 대학 및 학교도서관은 교육

부 소속이며, 공공도서관은 유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교육부 소속의 

시·도교육청, 국방부, 법무부 등으로 상이하였다. 한편, 북한의 도서관 관련 단체는 도서관

지도국,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 조선도서관협회가 있고, 남한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기획단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있었다. 북한의 도서관지도국에 상응하는 단체는 

남한의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 및 정

책 수립 기관이다. 또한 북한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는 남한 국립중앙도서관 내 도서관

연구소와 북한 조선도서관협회는 남한 한국도서관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송승

섭, 2008, pp.63-65;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2006, pp.23-24; 이재선, 2014). 

이상의 남북 도서관 제도 및 체제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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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서관 서비스

3.3.1 기술 봉사

북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자체 개발한 군중도서관용 및 학생도서관용 도서

분류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도서분류표 등이 있고 관종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분류표들은 숫자로 구성되었고, 주류는 주체사상을 가장 선치하고 과학 

순으로 배열하였다.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의 경우에도 대주제는 총 43개로 마르크스-레

닌주의 사상에 이어 김일성 사상, 조선로동당 관련 주제들을 가장 먼저 배열하였다. 43개 

주제 중에서 30개가 과학이며 분류표 상위에 배정하였고, 철학이나 사학, 문학 등의 인문학 

주제들은 뒤로 배치하였다(남태우, 2000; 송승섭, 2010, pp. 156-164)(<표 5> 참조).

분류
기호 표목 분류

기호 표목

11/15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 동지의 
저작 54 인쇄 및 사진기술공학

21/23 마르크스-레닌의 당, 조선로동당 55 수산업, 수렴업

30 자연과학 총기 56 건설, 건설공학

31 수학 57 운수, 운수공학

32 력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33 물리학 61/62 농산

34 화학 63 과수 원림

35 천문학 64 산림업, 산림학

36 지질, 지리과학 65/66 축산, 수의

37 생물학 67/69 보건, 의학

40 응용과학 총기 70 사회과학 총기

41 공업, 공학 총기 71 력사, 력사과학

42 동력 및 전기공업, 동력 및 전기공학 72 경제, 경제과학

43 전자 및 자동화 공업, 전자 및 
자동화 공학 73 사회, 정치생활

44 광업, 광업공학 74 국가와 법, 법률 과학

45 금속공업, 금속공학 75 군사, 군사과학

46 기계공업, 기계공학 80/82 문화, 과학, 교육과학

47/48 화학공업, 화학공학 83/84 언어학, 문학작품

49 림업, 목재가공공업 85/87 예술, 예술과학

51 방직공업, 방직공학 89 철학, 철학과학, 심리학, 종교, 무신론

52 식료가공 공업 90 총류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 출처 : 남태우. 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71-92.

<표 5>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 류문(대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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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도 관종에 따라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적용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우리나라

에서 자체 개발한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하지만, 대학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외국에서 개

발된 듀이십진분류법, 미의회도서관분류법, 국제십진분류법 등도 활용하고 있다(최달현, 이

창수, 2010, pp.118-119; 윤희윤, 2013, p.203). 북한과 동일하게 십진식 분류체계이나, 주류 

배치에서 총류,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예술 및 문학 순으로 배열한 것이 달랐다.  

목록 측면에서는 북한 도서관은 서명 기본기입에 ‘목록 및 서지기입법’을 적용하였다. 기

계가독형목록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김책

공업종합대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만 적용되었다(이종문, 2008). 또한 온라인 목록은 소

수 도서관에만 구현되었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카드목록을 사용하거나 아예 목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별도의 종합목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한은 ‘한국목록

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기계가독형목록인 KORMARC을 이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적용

하고 있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가서지 이외에 도서관 종합목록으로 국립

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협력하는 KOLIS-NET, 대학도서관을 주축으로 RISS 종합목록 

등이 구축되었다(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pp.274-282, pp.314-316).

3.3.2 대민 봉사

남한과 북한의 대민봉사는 명칭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봉사 유형과 종류는 매우 유사하였

다. 북한은 최근 일부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정보봉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전통

적인 정보봉사인 문헌봉사와 참고봉사가 기본적이며, 이 중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제공하

는 문헌봉사를 위주로 제공하였다(송승섭, 2008, pp.84-91; 조철혁, 2012). 남한은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정보서비스가 대중화되어 모바일 서비스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또

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노인서비스 

등 이용자 대상별로 특화서비스를 개발·제공하였다(황금숙 등 2008;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pp.383-397). 북한은 전반적인 도서관의 제반 환경이 좋지 않아 이용자 대상별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상의 남북 도서관의 서비스를 기술 봉사와 대민 봉사로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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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한 남한

기술

봉사

분류

○ 관종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 

적용 

 - 군중도서관용 및 학생도서관용 

도서분류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도서 분류표’ 등

○ 대부분 십진분류 형태

 - 주체사상을 가장 선치하고 

과학을 다음으로 배치

○ 관종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 

적용

 -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미의회도서관분류법, 

국제십진분류법 등

○ 대부분 십진분류 형태임

 - 총류,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예술 및 문학 순으로 배치

목록

○ 서명 기본기입의 ‘목록 및 

서지기입법’ 적용

※ 기계가독형목록이 개발되었으나, 

일부 도서관에만 적용

※ 온라인목록은 인민대학습당 및 

일부 대학도서관에만 있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카드목록 

사용, 아예 목록이 없는 

도서관도 있음

○ 현재 도서관 종합목록 없음

○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함

※ 기계가독형목록인 KORMARC 

개발, 대다수 도서관에서 적용

 - 디지털자원은 별도 

메타데이터(MODS) 사용

○ 대부분 온라인목록 구축

○ 국가서지를 비롯한 KOLIS-NET, 

RISS 종합목록, WiseCat 등 

다양한 종합목록 구축

대민봉사

※ 최근 전자정보봉사가 일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문헌 봉사 위주

 - 문헌봉사: 열람 및 대출 제공

 - 참고봉사: 문답봉사*, 통보봉사**, 

교육봉사

 - 전자정보봉사: 영인복사봉사, 

시청각봉사, 디스크판 및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이용한 봉사 등

○ 정보제공, 정보안내, 교육 등의 

전통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 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대중화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 

대상별 특화서비스 제공 

  -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노인서비스 

*문답봉사: 이용자의 학습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문헌 소재 및 내용을 안내하고 

여러 자료들을 확인시켜 주는 서비스(송승섭, 2008, p.83) 

**통보봉사: 도서관 신착 자료나 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개별 또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송승섭, 2008, p.83) 

<표 6> 남북 도서관 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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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도서관

3.4.1 운영 및 구성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북한에는 인민대학습당, 남한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다. 북한

은 중앙도서관이 과거에 국가 대표도서관이었으나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인민대학습당이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가대표도서관

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인민대학습당은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 이외에 사회 및 과학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고, 출

판 대상 자료에 대한 검열 기능과 지방 도서관을 지도하는 선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출판물의 중앙 납본처로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국가서지를 

작성하며, 국내 도서관을 지도하는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은 전체 8실로 구성되며 관리자급은 총장과 부총장, 실장, 국장, 처장, 실무

자급에는 사서, 입력작업원, 번역원, 연구사 등 다양한 인력이 근무하는데 비해 국립중앙도

서관은 3부 3관 1연구소 18과 1팀으로 하부 조직의 위계 구조와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관

리자급은 관장, 부장, 소장, 과장, 팀장으로, 실무자는 사서직과 행정직으로 구분되었다. 

인민대학습당은 5층 건물로 목록검색실, 열람실, 문답실, 강의실, 정보학강의실, 서고, 인쇄

봉사초소, 음악감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을 비롯한 사서연수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이 독립 건물로 건립되었다. 본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서

고자료신청대, 정보봉사실, 주제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정부간행물실, 신문자료실 및 마이

크로필름실, 지도자료실, 학위논문실, 고전운영실로 구성되었다(송승섭, 2008, pp.147-150; 국

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소개). 

3.4.2 서비스

장서 수집 측면에서 인민대학습당은 북한 발행 출판물, 김일성과 김정일 관계서적, 사회

과학, 문학작품, 기술공학, 특수기술문헌, 기술문헌 및 외국의 과학기술도서, 정기간행물 등

을 수집하였으며, 장서 수의 75% 이상이 과학기술 문헌으로 조사되었다(송승섭, 2008, 

p.150).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

료,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점자자료, 

큰활자 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정부간행물, 연구조사자료 등, 좀 더 다양한 자료 

유형을 수집하였다. 2014년 기준 소장 장서가 970만부 이상이며, 주제별로는 인문과학(약 

400만부)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약 250만부), 자연과학(약 240만부) 순이다(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자료현황). 인민대학습당의 장서 규모가 더 크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북한의 경우 분류표만 보더라도 장서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온라인 목록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목록의 접근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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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수, 사용언어, 자모순기호, 분류기호, 비통제 및 표준열

쇠어 등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 통정 기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작성하며, 소장 장

서에 대한 온라인 목록도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에서의 접근점을 포함하여, KORMARC을 

기반으로 표제, 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부호, 분류기호, 

소장사항, 자료이용안내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더욱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송승섭, 2008, 

pp.150-154; 국립중앙도서관, 2014, pp.56-60). 

인민대학습당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공하는 도서자료봉사를 기본으로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참고봉사, 통보봉사, 학습봉사, 번역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였다. 특

히, 과학기술 관련 강의를 개설·운영하는 학습봉사와 과학기술 자료의 외국어 및 자국어 번

역을 수행하는 번역봉사가 핵심 봉사로 강조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열람 봉사 이외에 

오프라인 및 디지털 참고상담서비스, 사서추천도서 선정 및 서평,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

고,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일반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송승섭, 2008, pp.157-168; 국립중앙도서관, 2014, pp.84-88).

3.4.3 전산화

 인민대학습당은 북한에서 선진적인 전산화가 도입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서 인트라넷 

기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일부 종합 과학도서관과의 연계망을 구성하였다. 관내에 봉사

기지, 목록검색실, 전자열람실을 설치하여 일반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하고 원문까

지 이용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소장 장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도

서관은 인터넷 기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009년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여 온라인 자

료 수집 및 보존, 국가자료 DB 구축, 지식정보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일반 이용자를 위

한 정보 광장도 운영했다. 또한 국가자료 목록 및 원문정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세계적인 지식정보표준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외

에도 국내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도서관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국내 도서관

의 전산화 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송승섭, 2008, pp.187-188; 송승섭, 2013; 국립중앙

도서관, 2014, pp.104-111).

이상의 남북 국가도서관의 현황을 역할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공간 구성, 서비스, 전산화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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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한 남한

명칭(개관연도) 인민대학습당(1982) 국립중앙도서관(1945)

소속 유형/

관할 기관
○ 소속 유형 : 과학도서관
○ 관할 기관 : 조선로동당 교육위원회

○ 소속 유형 : 국립도서관
○ 관할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역할/기능

○ 사상교육, 사회 및 과학 교육 기능 강조 
○ 출판 대상 자료에 대한 지적 전문성 

검열
○ 지방의 다른 유형 도서관 지도

○ 중앙 납본처, 국가서지 작성 등 도서관 
기본 기능과 문화적 기능 강조

○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국내 도서관 
지도 및 지원, 외국 도서관과 협력 

조직/인력

○ 8실
○ 관리자: 총장과 부총장, 실장, 국장, 처장 
○ 실무자: 사서, 입력작업원, 번역원, 

연구사 등 다양한 인력 근무

○ 3부 3관 1연구소 18과 1팀
○ 관리자: 관장, 부장, 소장, 과장, 팀장 
○ 실무자: 사서직, 행정직 근무

공간 구성
○ 목록검색실, 열람실, 문답실, 강의실, 

정보학강의실, 서고, 인쇄봉사초소, 

음악감상실

○ 본관 기준, 서고자료신청대, 정보봉사실, 

주제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정부간행물실, 신문자료실 및 
마이크로필름실, 지도자료실, 

학위논문실, 고전운영실(디지털도서관 
독립 건물) 등 주제 및 자료유형별 
자료실 설치

○ 다수의 자료보존서고 설치

서비스

장서
수집

○ 북한 출판물, 김일성과 김정일 관계서적, 

사회과학, 문학작품, 기술공학, 

특수기술문헌, 기술문헌 및 외국 
과학기술도서, 정기간행물 등

○ 소장 장서의 75% 이상이 과학기술 문헌
○ 주체사상,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치중

○ 국내에서 출판된 다양한 자료 유형 수집
○ 소장 장서의 주제별 분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순

기술
봉사

○ 온라인 목록 제공
 -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분류기호, 비통제 

및 표준열쇠어 등 다양한 접근점 제시

○ 온라인 목록 제공
 - 표제, 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부호, 분류기호, 

소장사항, 자료이용안내 제시

대민
봉사

○ 도서자료봉사 : 대출 및 열람
○ 오프라인 및 디지털 참고봉사, 통보봉사
※ 학습봉사(과학기술, 원격강의), 

번역봉사(과학기술자료 외국어 및 
자국어 번역) 등 전문화된 서비스 강조

○ 열람봉사 : 대출 불가, 열람만 제공
○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 

참고상담서비스, 사서추천도서 선정 및 
서평, 상호대차서비스 

○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산화

○ 인트라넷 기반의 홈페이지 운영
○ 일부 종합 과학도서관 간에 연계망 구성
○ 관내 봉사기지, 목록검색실, 전자열람실 

설치, 일반 이용자 이용 가능
○ 소장 장서 디지털화 사업 착수

○ 인터넷 기반의 홈페이지 운영
○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 

수집·보존, 국가자료 DB 구축, 정보광장 
운영

○ 국가자료 목록 및 원문정보 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 

지식정보표준화 활동 참여
○ 국내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도서관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표 7> 남북 국가도서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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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의 장애 요인

남북 도서관계 현황 비교를 토대로, 통일 전후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의 장애 요인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도서관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과 기능이 매우 다르다는 점

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도서관을 주체사상 선전 기관으로 간주한 

반면, 남한의 도서관은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교양 시민 육성, 정보 접근의 평등 보장, 

독서 문화 진흥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교육적 기관이다. 이렇듯 남북 도서관 역할 

및 기능 차이는 장서 구성과 사서 자격, 도서관법, 이용자 서비스 수준, 네트워크의 개방성, 

도서관 협력체계 등 전 영역의 간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도서관 간의 물리적 인프라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도서관 전산화, 내부 

시설 및 설비, 장서 규모 및 최신성, 소장 장서에 대한 목록화 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북한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김

책공업종합대학 도서관 등 소수 도서관에만 자원이 집중되어, 북한 군중도서관과 남한 공

공도서관 간의 장서와 시설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지역 도서관 수준을 남

한 도서관의 평균 수준만큼 끌어올리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한 사서 자격 제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학 졸업 후 시험을 

통해, 남한은 학위 취득을 통해 사서 자격 취득하는데, 급수 유형도 북한은 6개급, 남한은 

3개급으로 구분되고 기본적인 교육 수준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통합이 어렵다. 또

한 북한 군중 및 대학도서관은 직원으로 사서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 수준에

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사서 자격 제도는 통일 후 도서관법, 사서 교육 및 채

용,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통합 과정의 많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북한에 비해 남한의 도서관 운영체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당 중심의 

중앙집중식 체제인 반면, 남한은 관종에 따라 주무부서와 진행기관이 다르고 관종 내에서

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럴 경우 협력 

및 통합 과정의 주체 설정, 신속한 역할 분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다섯째, 국가도서관으로서 인민대학습당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대민 서비스 유형이 다르다

는 점이다. 인민대학습당에서 강조하는 학습 및 번역 봉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제공되

지 않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통일 시대의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서비스를 좀 더 고

민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오랜 기간 분단국가를 유지한 남북 간 경제·정치·문화 이질성으로 인해 남북한 

사서의 내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통일이 25년이나 지난 지금도 동독과 

서독 사서들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도 통일 이후 사서들의 이질성

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통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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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독일의 도서관계 통합

본 장에서는 통일 독일 도서관의 통합 과정과 최근 독일 도서관 현황을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와 프랑크푸르트 독일 국립도서관, 라이프치히 독일 국립도서관, 베를린국립도서관의 

관장 및 사서 대상으로 한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과정 및 활동, 

통일 독일 도서관의 특징,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개별 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종합 분석하여 남북 도서관계의 협력 및 통합에서의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4.1 통일 전후 통합 과정

4.1.1 독일 통일의 특징

독일 통일이 가능하였던 이유에는 첫째, 독일통일에 대한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있었다. 둘째, 서독은 통일을 기본법(헌법) 상의 명제로 설정하여 통일 후 동독주민들이 독

일민족의 정체성을 읽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유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셋째, 동서

독은 서로 간에 전쟁을 겪지 않았고, 군사적인 대결도 동서 진영 간의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상호간에 적대감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동서독 주민 간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넷째, 

독일의 경우 분단 당시부터 동서독이 단일 경제권으로 취급되어 경제교류가 지속되어 왔

고, 1970년대 이후에는 상호 TV와 방송청취가 가능했으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

후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다섯째, 동독주민은 공산 독재체제 하에 있

었으나 북한에 비해 민주제도에 대한 경험과 시민의식이 높았다. 여섯째, 동독은 1960년대

까지는 서독방송과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으나 1970년부터 서독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했

기 때문에 서독 텔레비전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곱째, 동독은 강

력한 주문통제 체제를 갖추었지만 동독은 외부와 교류채널이 많고 교회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반체제 활동에 대한 벌칙이 가혹하지 않아 1989년 후반기 이후 평화혁명이 급속히 확

산될 수 있었다. 여덟째, 동독은 주민시위로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한 후에도 유혈진압 등의 

목숨을 걸고 체제를 수호할 세력이 없어 주민의 평화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아홉째, 동

독은 소련이라는 절대적 영향을 가진 종주국이 있었지만 1989년 소련의 보호막이 걷히자 

쉽게 체제붕괴 위기를 겪게 되었다. 열째, 동독에서는 서독 텔레비전이 정보유통과 시위확

산의 촉매 역할을 했던 데다 교통, 통신 여건이 좋고 주민들의 동유럽여행이 자유로워 대규

모 시위나 국외탈출이 용이하였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은신한 반체제 단체의 급속한 확

산이 가능하였다(염돈재, 2010, pp.47-52).

특히, 동서독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대감이 높이 않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

루어져왔고 1973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교류가 대폭 발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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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 경제, 우편통신, 방송언론, 학술과학기술분야, 환경 보건 분야,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 등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화 교류는 1986년 5월 문화협정이 체결

되어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경제 교류나 인도적 교류와 달리 문화 교

류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민족문화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으나 동독은 서독의 문화침투를 경계

하면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했기 때문

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문화협정 체결 후 문화교류가 대폭 확대되어 연극, 연주회, 

전시회의 교환개최, 학생 학자 예술인의 교환방문, 문학과 서적의 교류, 문화유산에 대한 정

보교환, 자료의 대출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염돈재, 2010, p.111).

4.1.2 통일 전후 도서관의 협력

동서독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통일협약은 1990년 10월 3일

에 끝났다. 이 헌법적인 통일이 끝난 후에야 도서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동독도서관에 대한 구상은 서독도서관을 기준으로 구체화되기로 시

작하였다(노문자, 2002, p.101). 동서독의 통일은 급격하게 이루어져 통일에 대해 준비할 시

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모두 통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정치인들이 너

무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며 동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여 좌절이 컸다(Vodosek, 1994).

가. 통일전 동독도서관 보고서

동서독 도서관관련 통합에 관한 작업들은 통일 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채널이 개방되면서, 도서관 통합의 첫 활동은 동독 

정부 부처의 최상급기관인 동독 사회당 장관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

는 것이었다. 이를 동독도서관협회의 공식 기관지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에서 출판

하였고, 내용은 동독에서 몇 십년간의 도서관 계획, 노력, 인력 투입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보고서의 핵심은 포괄적 법의 부재로 인해 동독도서관의 국제적 경

쟁력이 매우 낮았고, 동독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과도한 중앙 집중의 계층적 행정구조가 도

서관 수준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위원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으며, 도서관을 정부 계층 내 여러 기관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었다(Rovelstad, 1992, pp.221-222).

나. 베를린각서

동독도서관협회의 초기 보고서 이후 1990년 4월 동독도서관협회와 서독도서관협회의 대

표자가 모인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베를린각서가 발표되었다. 베를린각서 체결 

후, 통일 독일 도서관계는 새로운 협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고, 동독 지역에 새롭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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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5개 신연방 주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상해야 했다(Rovelstad, 1992, p.223).

․동독 도서관은 모두에게 교육, 연구, 학문의 핵심으로 자유롭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

하도록 한다. 

․동독 도서관 기본 장서의 지속적 구축 및 갱신을 촉진하고, 모든 매체의 자료를 추가하

고, 주제문헌을 갱신하고, 최신 뉴스 및 잡지를 제공한다. 

․동서독의 도서관 전문가를 모든 중요 결정에 참여시키고, 모든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종합목록을 확장하여, 서독의 문헌/참고 정보원에 관한 정보 및 서독 도서관

에서 사용되는 최신 작업 방식을 동독사서에게 제공한다. 

․동독 시민의 정보추구에 따른 서독도서관의 업무 가중을 완화한다. 특히 국경선에 인

접한 도서관의 업무 가중을 완화한다. 이러한 도서관은 도서관마다 우선적인 이용자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Rovelstad, 1992, pp.222-223).

위와 같은 권고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베를린각서에 동독도서관의 상황분석을 

비롯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1) 동독도서관의 상황분석

베를린각서의 권고 사항의 바탕이 된 동독 도서관 상황 분석 결과에서는 동독 도서관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서선정의 지침이었던 이데올로기 제약 때문에 장서는 오래되고 편중되었다. 서양의 

순수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론, 법, 경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장서가 부족하였다. 

․참고정보원은 학술도서관에서 적절하지 않았고, 주제 장서는 최신 연구수행을 위해 충

분하지 않았고, 외국의 연구를 알려주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학술도서관은 개론서인 교과서가 부족하였고, 교과서는 대학도서관의 다른 장서와 분

리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관리되었다. 

․공공도서관 장서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외국 소

설, 동독을 떠난 이전 동독 작가의 소설이나 정치적 신념이 의심되는 작가의 소설은 이

용불가이며, 여행문학, 요리책, 중요하지 않은 저작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도서관건물도 유지보수가 매우 필요했고,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여 대체 불가능한 역사

적이고 문화적 저작을 소장하기에는 부적합해서 포괄적인 보존 프로그램이 가장 긴급

하게 요구되었다.   

․동독 도서관에는 최신 사무실 및 도서관 장비가 부족하였고, 좁은 공간 및 열악한 건물

이 대부분이었다. 동독도서관의 네트워크는 50년대 서독에서 이용했던 수준의 열악한 

ILL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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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도서관 문제의 해결

(1) 기증활동

동독도서관 서가를 채우기 위한 책과 잡지의 기증 호소가 전문 집단 및 일반 서독시민에

게 전달되었고, 책 기증을 통해 동독은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일부 사서는 자신

의 장서를 기증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전문가의 역할은 기증 자료를 조

직하고 적합성과 물리적 상황을 바탕으로 걸러내는 것이었다. 서독도서관계의 호소와 끊임

없는 행정적 노력으로 많은 기증자와 기증 단체가 나타났다. 서독에서 ‘시민의 책 기증’라는 

모토의 집중적인 광고캠페인은 공공도서관, 도서관 기관, 도서관협회의 전문적이고 행정적

인 지원을 받는 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 이외의 기관도 이러한 기증 노력에 참여

하였다. 일부 사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을 요청하였고 동독 도서관에 3천권의 대중 자료

를 제공하였고, 일부 기관은 2만5천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Rovelstad, 1992, p.223).

(2) 학술도서관의 노력

학술도서관은 장서를 최신화하는 데 공공도서관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료 수

집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였다. 선정리스트가 필요하였고, 유사한 교수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에 복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전문도서관 및 전문적 장서를 

가진 대학은 이러한 기증 요청의 대상이 되었다. 베를린법원도서관은 동독의 법 관련 도서

관에 4천권의 법 관련 자료를 기증하였고, 서독의 대학생들은 동독대학을 위해 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Rovelstad, 1992, p.224).

(3) 도서관 파트너십

도서관 간 파트너십은 대학, 시, 전체 지역을 참여시키는 지원 방식이었다. 파트너십은 폭

넓은 요구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였다. 본시립도서관은 포츠

담공공도서관에 1천여권을 기증하였고, 뮌헨공공도서관은 라이프찌히공공도서관에 수천 권

을 기증하였다. 지역도서관, 지역출판사, 개인 기증자의 도서 및 잡지의 기증 전달, 어린이 

도서와 비디오 장서 개발 지원, 여행 장서 갱신 지원, ILL 서비스 지원, 현대적 도서관 장비 

제공 등이 있었다. 최신 기술 장비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예를 들어 폭스바겐 재단

의 초기 기금 1억 마르크는 대학도서관에 도서와 복사기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었다(Rovelstad, 

1992, p.224).

(4)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장서개발과 마찬가지로 자료 접근과 참고서비스도 정부 및 정당에 따라 결정되었다. 변

화의 상황 속에서 최신 도서관 기술의 이용 방법과 함께 이용자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익

혀야 했다. 계속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재교육은 이 변화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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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전역에서 최신 기술의 이용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이론의 실질적인 적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체 도서관 활동을 포함하는 도서

관 세미나를 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하였다. 동독 사서를 서독도서관협회 회의에 초청한 컨벤

션이 1990년 5월에 개최되었고, 참가자의 3분의 1은 동독 출신이었고 이는 만남의 장이되었

다. 1990년 6월 동독사서들이 2개의 주요 서독사서협회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별

지원금을 받았다. 다른 유럽국가에서 온 사서들의 모임은 동독 참가자에게 유럽 도서관의 

발전을 이해시키고, 국제 협력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Rovelstad, 

1992, p.224).

(5) 도서관간 연락

비공식적인 동독과 서독의 접촉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생각

의 교환을 장려하고, 과거와 새로운 경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촉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였는데 인턴쉽, 정보검색과 같은 관련 교육, 관찰 및 동독 도서관 직원과 업무

를 위한 현장 방문이었다. 독일연방의회 사서인 Ernst Kohl은 서독 내 전문도서관이 동독 

내 유사한 유형의 도서관에 유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을 1990년 IFLA 회의에서 제안하

였다. 그 결과 동독 연구자의 정보요구가 증가하였고, 서베를린에 소재한 2개 대학도서관은 

서독 및 외국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수행하고, 동독정보전문가에게 최신 검색 기법을 교육

하는 기금을 받았다(Rovelstad, 1992, p.224).

(6) 장서 평가 정보원

전문저널의 기증 구독, 저널의 복본이나 소급자료, 도서관 업무 지원용 서지도구를 통

해 서독의 전문문헌이 동독도서관에 제공되었다. 서독의 문학 저작은 동독에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서는 다양한 측면을 다룬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평

가 및 비교를 위한 모델이 필요하였다. Bibliothekar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참고자료로 

서독과 외국 작가를 소개하고 그들의 저작을 논평하는 전문선정도구였다(Rovelstad, 1992, 

pp.224-225).

(7) 이용자 아웃리치 

성인 교육프로그램과 협력은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독서 

장려 재단(Stiftung Lesen)이 유럽작가를 대상으로 문학 대회를 소개하였으며 이 대회의 성

공으로 이를 연간 개최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작가가 이동사진전을 통해 소개되었다. 베를린의 도서관들은 이

용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열거하고, 서독 작가 및 문학 사건을 다룰 저널의 출판을 제안하

였다(Rovelstad, 1992,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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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 장서로의 접근 증가

동독 바이마르에 고전 독일작품을 위한 연구 및 기념 센터 설립을 통해 독일 자료 전통을 

강조하였다. 18-19세기 독일 지식인 및 예술가의 작품을 소장한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연

구를 지원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인력 및 문헌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동독 비텐베르크의 마

틴루터대학교는 유럽 계몽시대 연구를 위한 주제장서를 폭스바겐 기금으로 수집하였다. 협

력 사업으로 독일연구재단은 서독의 10개 도서관과 동독의 8개 도서관이 소장한 16세기 독

일어 출판물의 종합목록 편집을 지원하였다(Rovelstad, 1992, p.225).

다. 도서관 통합을 위한 기구 

1990년 10월 3일 동독은 5개의 연방 주의 형태로 서독과 재통일하였다. 통일로 인한 변화

의 세부사항은 통일협약에 규정되었다. 이 협약에는 정치, 법, 경제, 문화적 삶의 모든 측면

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Wimmer, 1993, p.309). 사회주의 체제로 40년을 지낸 동독이 자

유민주주의 사회로 조화로운 기능을 하도록 병합되고 순응되어야 했다. 2개 국가 대표자간

의 논의 이후, 도서관을 위한 각각 중앙기구인 동독의 도서관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 ZIB),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는 동

독도서관 상황을 평가하고, 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함께 일하였다(Rovelstad, 

1992, p.222). 

1)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

통일되기 5개월 전부터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을 시작하여, 통일 이후의 도서관을 

준비하기 위해 사서 및 동서독의 정치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통일 이전의 도

서관 전문가로 구성된 동서독 워킹그룹인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Deutsch-Deutsche 

Expertengruppe Bibliothekswesen)은 통일조약 내에 도서관 분야의 권고를 만들고, 법제정

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Wimmer, 1993, p.310). 

이 그룹의 첫 회의가 1990년 6월 서베를린의 독일도서관연구소에서 소집되었다. 이 도서

관전문가그룹 회원은 연방교육부장관의 대표, 서독의 주정부, 새로 탄생될 동독의 주정부 

장관, 동서독 도서관 실무 관련자 등 29명이었다. 동독의 대표는 11명이었으며, 회의는 연방

교육부의 대표를 회장으로, 회장직은 동서독이 순번대로 교대했다. 독일도서관연구소는 도

서관전문가그룹을 위한 사무국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은 통일 후 도서관계가 필요

로 하는 긴급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통일 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하는 것이었다.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제안은 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

과 기획위원회에 제시되었다. 도서관전문가그룹의 회의는 새로 편입된 동독도서관을 위한 

권고안을 1990년 9월에 발표했다(노문자, 2002, p.106). 권고 내용은 통일 전 동독 도서관 제

도의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 단기적인 후원 프로그램/장기적인 구조 결정, 학술도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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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도서 장서개발, 도서관 예산․표준․기준의 개발, 도서관 건축 및 보수 조치의 후원, 

사서 교육과정 인정, 적정한 임금 구조 지침, 공공 도서관의 장려 및 최소 보장, 지역을 초

월한 도서관 서비스 협력이었다(Vodosek, 1994). 이러한 권고에 대한 논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실행되었다. 

․공동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구동독이 옛 서독에 통합되는 것을 수용하였다. 

․대학도서관에 최소한의 빠른 시일 내에 PC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국

가에서 300만 마르크의 추가 재원을 지원하였다. 

․하나로 통일된 직업 교육 인증에 대한 기초 안을 마련하였다. 

․1993년 초 이래로 독일도서관연구소(DBI), 도서관중앙연구소(ZIB), 학술도서관전문연구

센터(MZ)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국제적으로 각각 의미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베를

린 독일음악아카이브의 동서독 도서관이 단일 도서관으로 통합되었고, 의미 있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세 도서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통합으로 평가되었다. 

․서베를린의 프로이센문화유산도서관, 동베를린의 독일국립도서관이 건물은 따로 유지

하면서 베를린국립도서관으로 통합되었다.  

․위원회, 연맹, 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구동독의 도서관법을 통일독일에서는 실현 불가능하여 적용시키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학술도서관은 유지되었지만 구동독의 소규모 도서관은 폐쇄되었다. 

․수많은 새 건축, 보수가 진행되었고, 완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Vodosek, 1994).

2) 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방정부 및 연방주 실무자그룹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전문가그룹은 도서관에 관한 연방정부 및 연방주 실무자그룹

(Bund-Lä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으로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 기관에서 통일 

독일 내에서 협력 도서관 계획에 관한 첫 번째 조치가 취해졌고, 1992년 11월 말까지 활동

하였다. 정부 부처, 도서관 학교, 도서관 유형별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구성된 이 

팀에는 AG1 공공도서관, AG2 도서관 인사, 교육, 훈련, AG3 학술도서관 장서, AG4 도서관 

협력, AG5 정보서비스, AG6 법적․행정적 문제인 6개의 하위위원회(AGs)가 설치되었다

(Rovelstad, 1992, p.222; Wimmer 1993, p.310).

실무자그룹이 제시한 다양한 권고와 성명은 동독의 도서관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구조적 

결정, 지원프로그램, 모든 노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통일로 인해 동독사회에 정치 및 

행정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전 동독 지역의 행정 및 정치 구조에 대한 주요 변경은 모든 

수준에서 취해졌고 3가지 주요 경향이 있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로 권력의 분산

화였다. 둘째, 자율성이 없는 작은 정치 단위가 자율성을 갖는 더 큰 단위로 변경되었다. 셋

째, 경제적 기반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작은 행정 단위가 더 큰 단위로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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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로 각각의 행정단위는 해당하는 도서관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상호

간에 더 직접적으로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Wimmer, 1993, p.310). 

(1) AG1 공공도서관

AG1은 통일을 계기로 발생하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제

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을 위한 긴급조치안과 이에 필요한 비용의 측정, 도서관 직원의 구조

조정, 장서수립계획, 새로 탄생될 도서관 전문센터의 구조 등과 같은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AG1은 각 주정부의 교육대표, 독일도서관협회연맹(BDB), 독일도서관협회(DBV), 공공도서

관사서협회(VBB), 도서관중앙연구소(ZIB) 대표, 공공도서관사서들로 구성되었다. 1990년 7

월 첫 회의에서 공공도서관의 재정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AG1 권고안은 

궁극적으로 통일 독일의 공공도서관 발전에 한 몫을 했으며,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AG처럼 학술도서관을 위한 AG를 결성하기로 했다. AG1 해체 후 공공

도서관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AG1 최종보고서에서는 확정된 규격과 표준

의 제정,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네트워크, 사회 문화적으로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 제

공을 제시했다(노문자, 2002, pp.107-108). 

(2) AG2 도서관 인사, 교육, 훈련

6개 사업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제는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요

구하였다. AG2는 동서독 도서관 동료들의 경험과 서로 다른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견

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양쪽 모두 도서관, 정보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신속

한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 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1991년 1월에 제시하

였다. 이 안은 동독도서관 사서, 정보교육과정과 직업교육의 상황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조

사된 것이었다. 이 안에는 동독의 사서,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과 서독의 자격증과는 다르게 명명되는 동독의 자격증을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되어

지도록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었다. 

동서독의 사서, 정보전문가 명칭은 10가지로 구분되었으며 라이프치히의 사서교육기관

에는 박물관 관련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슈트트가르트의 도서관학교에는 음악전문사서

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사서교육도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AG2에서는 동독의 

사서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동독의 명칭을 서독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된 상황에서 직원의 급여규정과 사서의 명칭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동독사서 교육기

관의 정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AG2는 서독의 각 관종별 사서전문가협의회 교육담당

자들과 독일사서정보전문가 기관장회의, 독일사서협회의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였다(노문자, 

1994, p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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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3 학술도서관 장서

AG3의 구성원은 교육부 담당자, 동서독사서, 서독 DBI, 동독 MZ의 대표들이었다. AG3

의 과제는 미래 동독의 대학발전을 위해 도서관 하부구조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

고, 단기간에 동독도서관의 예산을 서독의 수준으로 올려 지금까지 외환부족으로 입수하지 

못했던 선진 서방세계의 학술서적을 구입하는 일이었다. 기본 장서구입을 위해 연방정부의 

교육부로부터 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예산집행을 위해 전문

가들은 기준안을 만들었고, 이후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작업은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주

도하에 이루어졌다(노문자, 1994, p.20-21). 

(4) AG4 도서관 협력

AG4 전문가들은 동독의 자료제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동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서독

의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① 상호대차

동독에서 충족되지 않은 동독이용자의 자료요구는 서독 파트너 지역의 지역종합목록센터

에서 해결되었다. 서독의 상호대차는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의 기반 하에 7개 지역종합목

록센터와 5개 국립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먼저 동독의 학술도서관이 어느 

정도 자관의 이용자 요구 충족을 위해 그들 자체의 장서를 확충하여 상호대차의 양을 감소

시키는 것이었다. AG4는 상호대차 촉진을 위해 상황변화에 따른 상호대차 규정의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통일 후 온라인시대에 맞는 상호대차 세부규정으로 서지사항의 기계화, 종

합목록의 CD-ROM화, 상호대차 구조변화와 자료의 주문․전달과정의 변화를 다루었다. 또

한  상호대차를 위해 중앙서지기구와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예

측 가능한 상호대차로 이용자의 요구를 통계 분석하여 보다 더 발전된 자료제공 방안을 모

색하였다. 그리고 지역종합목록과 학술잡지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시일 내에 CD-ROM화하

여 동독도서관에 제공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노문자, 1995, pp.150-151).

② 도서관협동체제 구축

AG4의 사업 중 전문가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협동체제의 구축이었다. 협동 체

제를 구축하기 위한 1990년 동독의 상황은 매우 취약하였는데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권고

안은 자료의 제공과 서지정보의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각 

도서관은 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도서관 규모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용자 서비스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4개의 협력체가 

탄생하였고, 협력체 구성을 위해 도서관 업무에서 2가지 중요한 표준과 기준을 도서관끼리 

동의하게 되었다. 첫째는 편목규칙의 통일로 학술도서관 편목규칙, 공공도서관 편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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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표목표, 독일 단체명표목표가 해당한다. 둘째는 데이터구조로 독일기계가독형포맷 

MAB이다. 동독사서는 이러한 기준과 표준을 익히기 위해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였

다(노문자, 1995, p.152).

③ 네트워크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를 연결하는 학술네트워크에 지역도서관망이 가입되는 형태로 지역

도서관망은 소규모 지방단위 시스템, 지역시스템, 전국적 협동 시스템과 연결되어 결국 하

나의 OSI 모델을 지향하였다. 이 모델은 도서관 분야에서 검색과 ILL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자료제공서비스의 개선효과를 주고, 정보탐색, 서지정보, 자료청구, 대출까지 연결하며,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통해 자료의 수서와 편목업무를 해결하였다(노문자, 1994, 

p.22).

(5) AG5 정보기술

AG5는 전국상호대차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망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통일 후 도서관과 

정보기술 문제에서 AG5는 한 나라에는 단일화된 하나의 도서관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즉 동독에 독립된 도서관망을 구축하는 것 보다 서독에 이미 구축된 도서관망 시스템에 

협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에 따라 지리적 환경을 감안하여 도서관끼리 파트너를 정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동독 대학도서관은 개인용 컴퓨터로 도서관망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19개 동독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PC 네트워크는 5개 주 단위의 지

역정보센터 역할을 분담하였다. 주 단위의 지역정보센터는 P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독의 

타 지역의 정보센터, 더 나아가 서독의 지역종합목록센터와의 파트너 역할을 분담하여 전

국도서관망을 실현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환경은 통일 후 과거 지역 중심의 도

서관구조에서 서독과 같은 주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독의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점진

적으로 변화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집

중화된 획일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전산화에 유리하였다(노문자, 1995, pp.157-158). 

(6) AG6 법적 문제 및 행정적 문제

AG6는 동서독간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헌법상의 기초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동독도서관은 

그들의 도서관 관련 법조항을 적용시키면서 통일 후의 동독도서관의 법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AG 해체 후에도 AG6의 연구는 독일도서관연구소의 도서관법제위원회

에서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서독의 도서관 관련 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 지원하는 독일도서관연구

소와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법이었다. 그 외 대학도서관 관련법은 주정부의 대학설립기

준에, 공공도서관 관련 법은 주정부 산하의 시와 지방 하위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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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다루고 있었으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정으로 다루었다. 반면 동독도서

관법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식의 법규로 매우 포괄적이었다. 동독 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위한 전문위원의 첫 과제는 헌법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동독 도서관법을 서독 도

서관법에 동등하게 융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로 인해 통일 전까지 중앙행정부로부터 운영 

지시되고 있던 도서관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문화단체 및 기관은 서독의 행정체제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다. 

도서관 실무를 위한 법적 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납본법의 변경이었다. 통일 후 납본처는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마부르그의 서독도서관, 본의 의회도서

관,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등 5곳이었으며, 고가의 납본자료는 50% 실비 배상을 규

정하였다(노문자, 1995, pp.159-160). 

 

4.1.3 도서관 통합과정

서독과 동독 각각 국가 수준의 도서관을 운영해왔고, 그 구조와 업무는 유사하였다. 첫째,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라이프찌히 독일도서관은 납본도서관이며, 국가서지 센터의 기

능을 담당하였다. 둘째, 연구, 참고서비스 센터로 서베를린에 독일도서관연구소, 동베를린

의 도서관중앙연구소,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가 있었다. 셋째, 프러시안국립도서관을 계승

하고 그 기능을 유지한 2개의 대규모 연구도서관으로 서베를린에 프러시안문화유산도서관, 

동베를린에 독일국립도서관이 있었다(<표 8> 참조). 이러한 기관은 업무 및 조직을 새롭게 

하면서 통합을 이루었다(Wimmer, 1993, p.311). 

유형 동독 서독 통일독일

국가
도서관

라이프찌히 독일도서관
(Deutsche Bücherei)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

독일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 DDB) 
→ 독일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DNB) 

연구·
참고
서비스 
센터

도서관중앙연구소 
(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 ZIB)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
(Methodisches Zentrum 
fü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MZ)

독일도서관연구소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독일도서관연구소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 2000년 해체 

대규모
일반
연구
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Deutsche Staatsbibliothek)

프로이센문화유산도서관
(Staatsbibliothek 
Preußischer Kulturbesitz)

베를린국립도서관
(Staatsbibliothek zu Berlin, 
SBB)

<표 8> 국가 수준의 동서독 도서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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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 Bibliothek, DNB)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과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은 단일 조직 구조로 통합되어 독일도

서관(Die Deutsche Bibliothek, DDB)이 되었고, 통일조약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

히 도서관 모두 유지하게 되었다(Wimmer, 1993, p.311). 양쪽의 국가기관이 각각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구분된 책임을 가진 두 개의 지역에서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병해서 그 업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Rovelstad, 1992, p.222). 

양쪽 도서관은 독일어 자료지만 각각의 장소에서 출판된 것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

존하도록 결정하였다. 라이프치히에서는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1913~), 프랑크푸르

트에서는 Deutsche Bibliographie(1947~)로 국가서지를 각각 생산하였으나, 통합되면서 1991

년 1월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이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의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서지

를 생산하게 되었다. 라이프치히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중앙집중화된 보존 

및 복원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주의와 같은 특수 장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도서 및 필사

본 박물관을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Rovelstad, 1992, p.222). 국립도서관의 구체화된 업무 분

장은 다음과 같다. 

․양쪽은 법적 납본도서관으로 그들의 업무를 계속한다. 라이프치히의 장서는 1916년까

지 소급하고, 프랑크푸르트는 1945년부터 시작한다. 

․수서, 목록, 분류는 협력하여 수행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서쪽에 있는 주를 담당하되 동

쪽 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외국의 독일 출판물과 함께 라이프치히에서 담당하는 North-Rhine- 

Westfalia는 예외로 한다.  

․하나의 국가서지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로 출판하며,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

에서 편집을 담당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서지서비스의 생산 및 배포, 표준화(MAB, UNIMARC, 전거제어), 정

보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다. 

․라이프치히는 보존과 보호(산성화 방지, 보호,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 도서 및 

인쇄사에 관한 연구센터 역할을 한다. 라이프치히는 전문장서 수집의 책임을 갖고 독

일 도서 및 필사본 박물관(Deutsches Buch- und Schriftmuseum)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주요한 프로젝트로는 대규모의 산성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

려하면서 1년에 25만권의 비산성화를 처리하는 것이었다(Wimmer, 1993, pp.311-312). 

나. 독일도서관연구소(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1989년부터 동서독 도서관 관련 연구소의 관장과 실무자 간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해 연

말 두 기관의 협력을 계획하였으며, 1990년 봄에는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도 합류하였다. 

현안은 동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서독연방 교육부와 주 정부의 긴급지원이었다. 동독이 서

독으로 흡수통일이 확실해지자 3기관의 통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노문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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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111). 국가적 프로젝트 및 활동의 조정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의 자문, 추가 교육, 정

보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는 DBI, ZIB, MZ의 집중을 필요로 함에 따라 DBI로 통합되었

다. 직원 대부분의 고용을 승계한 DBI의 직원이 9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되자 다양한 업

무에 인력이 추가 투입되었다(Wimmer, 1993, pp.312-313). 독일도서관연구소는 서독과 동

독 도서관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독일 과학 및 인문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 해체되고, 그 기능의 일부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2002년 그 활동이 마무

리되었다.  

다. 베를린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Preußischer Kulturbesitz, 

SBB-PK)

1661년에 설립된 프러시안국립도서관을 계승한 동베를린의 독일국립도서관과 1967년 설

립된 서베를린의 프러시안문화유산도서관은 이전 프러시안국립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였

다. 독일에서 가장 큰 이 도서관의 장서는 2차 대전 이후 50년 동안 분리되었는데 전체 장

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만 권의 장서가 서독에 흡수되어 프러시안문화유산도서관이 

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1978년 서베를린 포츠담거리의 신규 건물로 

이전하였다. 나머지 장서는 원래 그대로 부분 파괴된 동베를린의 건물에 유지되었다. 양쪽 

도서관은 거의 45년간 독립 건물로 운영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한 건물에 이 모든 장서를 재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두 도서관이 3㎞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 건축물의 건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합을 

하되 각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통합은 도서관 조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통합에 

따른 새로운 이름은 베를린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Preußischer Kulturbesitz, 

SBB-PK)이 되었다. 2개 도서관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동베를린 건물은 1955/56년 이전 문헌을 소장하고, 서베를린 건물에는 1956년 이후 문

헌을 소장하였다. 특별 장서는 출판일자와 관계없이 함께 모으고, 나머지 자료는 발행

년에 따라 2곳 중 하나로 이동시켰다. 이를 위해 약 8백만 권과 3백만 개 자료를 조사

하여 복본을 체크하였으며, 자료를 수차례 이동하였다. 

․동쪽 건물에는 상당량의 오래된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관내 이용이 대부분인 연

구도서관으로 운영되었으며, 포츠담거리에 있는 건물은 최신 장서를 소장하여 대출과 

정보서비스를 주로 담당하였다. 

․두 도서관이 각각 사용한 2개의 기계가독목록과 6개의 카드목록의 통합이 필요하였고, 

약 3년 동안 8백만 저록이 포함된 전통적 목록을 기계가독형태로 변환해야 했다

(Wimmer, 1993, pp.3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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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도서관 및 전문협회

동독에는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협회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된 전문직

협회가 존재하였다. 동독도서관협회는 서독도서관협회(Deutscher Bibliotheksverband, 

DBV)와 대응하지만, 서독 사서는 근무하는 도서관의 종류와 교육 수준에 따라 4개의 전문

직협회를 조직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2개 도서관협회의 통합은 1991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회원은 분과 및 지

역 협회로 조직되었다. 반면, 전문직협회의 경우 동독 협회가 서독의 구조로 통합될 수 없

었고, 이에 따라 동독의 사서 회원에게 적절한 서독협회에 가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독일도서관협회와 전문직협회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된 결

과 조정 및 대표기구인 독일도서관협회연맹(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ände, 

BDB)으로 통합되었다(Wimmer, 1993, p.315). 

4.1.5 사서교육

가. 교육체계

서독의 경우 3가지 유형의 사서가 존재하였다. 준사서 혹은 보조직원은 중앙 통제가 아닌 

직업교육, 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해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공공도서관에서는 ‘Assistenten an 

Bibliotheken’으로, 학술도서관에서는 공무원에 한해서 ‘Bibliotheksassistent’으로 칭하였다. 정

사서 혹은 인증사서(Diplom-Bibliothekare)는 베를린, 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쾰른, 뮌헨, 슈투트가르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자격을 획득하였다. 대학교를 졸업 후 대

학 외부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면 학술도서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동독에는 준사서에 해당하는 도서관전문노동자(Bibliotheksfacharbeiter)의 경우 존더스하

우젠에 있는 기업체학교(Betriebsschule)를 졸업하여 획득하였다. 정사서는 국립일반도서관, 

도서/출판협회를 위한 전문학교 졸업하여 자격을 얻게 되었다. 라이프치히에 에리히 바이

네르트(Erich Weinert)라는 도서/출판협회를 위한 전문학교가 있었다. 지도급은 공공도서관

/학문적 도서관에 해당되며,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도서관학과와 학술적인 정보를 위한 연

구소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동서독의 사서교육 체계가 다른 만큼 교육체계의 

정비가 중요했다(Vodosek, 1994).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과 서독의 사서교육 모두 보조직원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학부학

위프로그램, 대학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지만,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체계는 통일 국가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했다(Rovelstad, 1992, p.225). 통일 

후 사서교육기관의 교육자들은 교과과정의 내용에 관한 토론에서 사서교육에서 동독의 이

데올로기적 요소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교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왜냐하면 레닌마르크스주의 표방한 동독에서 도서관 교육의 원칙은 레닌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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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속된 전문적 이론과 실습이기 때문이었다(노문자, 2002, p.121). 

뿐만 아니라 현장 사서 및 문헌정보학 교수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은 계속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실행되었으며, 동독사서에게 여러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서방 자료와 참고정보

원을 소개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의 활용을 교육하였다. 전문지식의 습득은 직

업적 안정 및 계속적인 전문직 활동을 위해 필요하였다(Rovelstad, 1992, p.225).  

나. 동서독 사서자격의 등가 및 사서 명칭 

도서관 인사문제, 사서교육, 재교육, 계속교육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AG2는 통일 직후 

동서독 사서자격증, 도큐멘타 자격증의 등가와 자격증 명칭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동서독 사서, 도큐멘타 자격증의 등가와 명칭의 단일화 방

안에 관한 권고안을 결의하기 위해 AG2는 이 안을 국가 AG총회에 제출했다.

전문위원들은 동독의 사서교육, 사서교육기관의 구조, 도서관업무의 총괄적 분석, 동서독

사서의 업무분야를 비교분석했다. 이 결의 안에서는 1991년부터 시작하는 동독의 모든 사

서양성기관을 다루었고 그 중에서도 정사서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 교육기관의 학위평가

는 서독의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동독의 정사서

는 다시 서독의 학제에 따른 동등한 자격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해야 했다. 첫 번째는 도서

관 실무경력 3년을 증명하는 사서들이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실무

경력이 3년이 되지 않은 사서를 대상으로 1년의 추가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도

록 조치를 취했다. AG2는 추가 교육기관으로 라이프치히의 기술경제문화전문대학의 도서

관 박물관과를 지정했다. 이렇게 취득한 동독사서의 서독정사서자격증은 동독과 서독의 사

서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동서독 모든 주에서 인정되었다. AG2의 결의안

에는 사서명칭의 단일화를 포함하였다. 동독에서는 준사서를 도서관전문노동자라고 칭했으

나 이를 서독의 준사서(Bibliotheksasistent)로 통일하였다(노문자, 2002, p.119). 

다. 동서독 사서의 급여 문제

1991년 3월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공무원급여표의 보수체계에 관한 지시사항 을 AG1

과 독일도서관협회연맹이 동독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문화부에 보냈다. 이 지시사항에 따르

면 동독사서 급여는 서독사서 급여의 분류방식에 따라 1992년 3월까지는 서독사서의 60%

로 책정되었다. 1995년 말 동독사서의 임금은 서독사서의 82%까지 상향되었다. 통일 초기 

잘못된 급여체계에 대해 정정할 수는 있다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어떠한 청구권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사서들은 그들의 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주했다. 그들은 

그들의 급여가 동독의 평균임금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고 또한 이러한 임금협정에 대한 어

떠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호소문을 과거 동독교육부에 보냈지만 사서들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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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살되었다(노문자, 2002, p.119).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다. 

4.2 통일 독일 도서관의 특징 

4.2.1 제반 환경

가. 정치, 행정 구조

통일독일의 도서관은 지방분권화 형태로 다른 나라에는 있는 국가도서관법, 국가 및 사

적 기관에 의한 중앙지배가 독일에서는 없다. 이는 문화, 학문, 예술,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

한 결정권이 역사적으로 연방주에 귀속해 있기 때문이다(Giersberg, 2008).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재통합된 이후 통일 독일도 16개의 연방 주로 구성되었으며 

수도는 베를린이다. 독일헌법의 원칙은 기본법(Grundgesetz, GG)에 기반을 둔다. 연방원칙

에는 주 단위 기능의 책임을 각각의 주와 그 밑에 하위 기관에 할당하여, 지역적 요소가 강

조된다. 연방정부와 주의 헌법적 조직 구조는 고전적인 권력 분립을 따른다. 

기본법은 주 및 행정을 위한 상향식 구조로 즉 지방에서 주, 연방 수준으로 나아간다. 개

별 주는 지역의 법률에 책임을 지며, 모든 국가적 문제에 관한 법률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다. 주요 연방 개혁의 결과로 2006년에 수정된 기본법은 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통일조약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 조약은 독일 헌법 구조의 일부이며 독일 도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행정적 의무는 지방정부 및 주의 책임이다. 지방, 주, 연방정부 모두

는 자체적인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마다 각각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p.23-24).

나. 문화정책

독일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연방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외 문화정책

의 경우, ‘다른 외국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연방의 업무’라고 규정한 기본법 32

조 1항에 의거해 연방정부에서 담당한다. 국외 문화정책들은 연방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외 문화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요기구로서 괴테문화원2)은 문화프로그램 실행, 독일어 보급, 포괄적인 독일 이

미지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독일학술교류처는 대학 간에 국제적 협력을 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문화정책에서는 예술과 문화가 기본적으로 주의 소관임을 기본법 30조에서 명기하

고 있으며, 이를 국가 질서의 중심 구성요소이자 독일 문화의 근본 특징을 이루는 다양성의 

기본으로 간주함으로써 각 주의 문화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소임 아래 주의 특성에 맞는 

2) 괴테문화원의 독일어 기관명은 Goethe Institute(GI)로 괴테인스티튜트로 표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괴테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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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한다. 연방 주는 문화 정책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공동기구로 주 

문화장관 상설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기구는 각 주의 공동의 의견과 의지를 도출하

고 공동 사안을 함께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지역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화정책 관

련 사안들을 취급한다. 

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등의 관할 필요성이 198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

원에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총리실 내에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를 설립하였다. 

BKM은 독일 연방정부 내각부서는 아니며 총리실 소속으로 문화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

해 총리를 보좌한다. 문화관련 시설과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프로젝트 후원, 예술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과 개선 지원 등이 BKM의 주요 임무이며, BKM의 수장은 장관급 대우

를 받는다(한국. 외교부, 2011).

다. 도서관법 

개별 주 내의 법률제정 과정은 주의회의 책임이며, 지역 유형의 주(Flächenländer)에서는 

주의회(landtage), 함부르그, 브레멘, 베를린과 같은 시 유형 주(Stadtstaaten)에서는 시의회

(bürgerschaft)에서 담당한다. 주의 정치 및 행정적 통치는 주의 수상이나 시장이 이끄는 주

정부의 책임이다. 8-10명의 내각에서 문화부 혹은 과학부가 해당 주에서 공공도서관과 학술

도서관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주는 공공도서관을 위해 주내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를 전문센터, 자문센터, 도서관센터로 불렀다. 이러한 센터 대부분은 행정 구역단위로 운

영된다. 행정구역을 폐지하거나 중앙 집중 형태의 재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에서 주립

도서관서비스센터는 주립수준에서 서비스한다. 지역 유형의 주에서 카운티 및 타운 혹은 

카운티타운은 자치정부의 지방기구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행정단위의 역할을 수

행한다(Seefeldt & Syré, 2011, pp.25-26). 독일도서관법은 없지만 일부 주에서 연방주 수준의 

도서관법을 제정하였고, 다른 주에서 이를 준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

(Gesetz ű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은 독일국립도서관의 설립과 법률상

의 납본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도서관 발전계획 

독일도서관협회연맹에서 Bibliotheken ‘93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Bibliotheksplan ‘73 이후 20

년간 도서관 현황에 관한 보고서로 도서관 구조와 기능을 재정의하였다. 국가수준에서는 

도서관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로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중심서비스, 명확하게 정의된 목

적, 융통성, 혁신적 활동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명시한 것이었다(Wimmer, 1993, p.324). 

Bibliotheken ‘93에서는 재통일 3년이 지난 후 도서관의 주요 원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Lux, 2003,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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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전문 직원에 의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재정과 인사관리는 도서관의 책임이다. 

․도서관의 재정은 장기적인 계획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연체료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건축과 공간구성은 도서관의 업무와 연계되어야 하며 일부 도서관은 특별한 요구를 

갖는다. 

․여러 도서관간에 그리고 다른 문화 교육 기관과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우수한 조직과 경영은 도서관 계획에서 중요하다. 

․도서관은 정치적 혹은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문화 활동과 전시 활동 같은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

보부를 조직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목록, 기술적 장비의 이용을 설명하면서 이용자에게 교육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Bibliotheken ‘93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 도서관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는데 독일 내 도

서관들을 모두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협력활동을 제

시하였다. 즉 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 및 분관규모의 공공도서관 활동을 제1수준, 문헌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립중앙도서관 규모를 제2수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전

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제3수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정보를 제

공하는 국립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을 제4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도서관협력체계를 구성하

는 것이었다(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ände, 1994). 

제1수준인 소규모 및 중간 크기의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매체를 혼합하여 제공한다. 이러

한 수준에서 서비스할 때 도서관은 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모든 이용자에게 시장이었

다. 이러한 수준에서 도서관은 로컬 커뮤니티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교회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교회는 아동에 특별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두어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을 공유한다. 제1, 제2 수준에서 도서관의 업무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에 부합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도서와 비도서의 다양한 세계에 대한 설명, 새로운 기술·독

서·사회내 문화적 업무의 이용을 지원하고, 창의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하며, 배

움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다른 여러 이용자들의 통합에 도움을 준다. 

제2수준의 도서관은 인구당 2권의 도서 및 비도서, 최신 정기간행물 보유, 장서의 20%는 비

도서로 구성, 적어도 주당 35시간의 개관시간,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에 참가, 장서의 5%는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참고 도서로 구성, 소비자 정보 즉 생산물과 가격 정보, 

테스트 기술 생산물에 관한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이었다. 제3수준의 도서관은 

모든 문헌을 다루면서 특별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며 16개 독일 연방주에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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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도서관은 대학도서관, 지역 및 주 도서관(연방도서관), 특수도서관, 

메트로폴리탄도서관이 있다. 제3수준에서 과학적 연구 및 교수, 전문 교육, 평생교육, 레크

리에이션을 포함하면서 특정 문헌 및 정보 요구를 충족시킨다(Lux, 2003, pp.114-115). 

Bibliothek 2007은 미래 독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독일도서관협회연맹과 베텔스만재단의 

협력 프로젝트였다. 독일 내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치적 사회적 혜택이 저평가되었고, 

PISA 연구 이후 독일 교육체계의 질적 향상에 주된 기여자로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거론

되었다. 즉각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독일도서관체계가 독일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이에 이 프로젝트는 독일에서 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내용을 수록하

고 있었다. 먼저 독일도서관의 상황과 독일 내 도서관의 재정 및 조직 상황을 분석하여, 독

일 도서관의 미래 논의 및 개발에 기반이 될 모델을 만들었다. 도서관구조를 최적화하고, 

연방, 주, 로컬 수준에서 보편적 전략과정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전문적이고 정치

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2004년 3월에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연방, 주, 로컬 수준의 

정책결정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졌다(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ände 

& Bertelsmann Stiftung, 2004).

4.2.2 도서관 유형

가. 재정지원기관에 따른 유형

독일도서관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이러한 도서관 유형은 특정 역사적 시대에 근원

을 두고 있으며, 독일의 문화적이고 지적인 발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도서관마다 특정 

재정지원기관이 있으며, 공공, 교회, 개인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연방정부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의 책임 하에 있는 독일국립도서관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도서관 

중 가장 으뜸이다. 다른 도서관은 독일의회도서관, 연방 부서 및 행정 당국 도서관, 연방 사

법부 도서관, 연방 연구기관 도서관, 2개의 독일사관학교 도서관이다. 과학, 교육, 문화, 예

술의 책임은 거의 독점적으로 주 관할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일부 고립된 경우에만 도서

관 재정지원을 한다. 

2) 연방주

모든 과학, 교육, 사회문제의 의사결정에 연방 주의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자치권의 원칙 

때문에 연방주는 학술, 연구도서관 분야에 선도적인 재정지원기구이다. 연방주는 대학도서

관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주의회 도서관, 주정부당국 도서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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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도서관, 주내 문서기록관 및 박물관을 담당한다.

3)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기관은 시 및 커뮤니티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자치정부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시 및 지방정부당국이다. 일부 연방 주에서 여러 카운티

가 자체적인 이동식, 중앙 카운티나 보조 카운티 도서관을 관리하거나 중앙 도서관의 재정

지원에 지방자치제당국과 주가 공동으로 협력한다. 일부 주에서는 타운 및 커뮤니티 도서

관의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제정부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4) 공공재단

공공재단은 유명한 도서관의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프러시안

문화유산재단은 베를린국립도서관을, 바이마르고전재단은 안나아말리아공작부인도서관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자체적인 도서관을 관리하고 지역 당국의 재정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법재단으로 프랑케재단은 할레중앙도서관을, 독일국가박물관재단은 우수한 전문도서

관을,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재단은 베를린시티도서관, 미국기념도서관, 의회도서관, 독일 

중앙경제학국가도서관을 지원하였다(Seefeldt & Syré, 2011, pp.36-37).

5) 교회

가톨릭 및 개신교 교회 모두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성당, 관구, 주교회 도서관은 신

학대학, 기타 종교기관 및 협회 도서관과 함께 학술 전문도서관에 속한다. 또한, 아이히슈테

트가톨릭대학교 도서관과 같이 비세속적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은 학술연구도서관 체계의 

일부가 된다. 대부분의 이러한 도서관은 가톨릭 및 신학도서관 워킹그룹의 회원이며, 교회

학술도서관협회의 회원이다(Seefeldt & Syré, 2011, p.37).

나. 국가수준의 도서관

1) 독일국립도서관

다른 국가와 달리 독일은 지역적 분리와 내부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국가

도서관이 없었다. 1912년 라이프찌히와 작센왕국의 재정지원을 받아 독일서적상연합에서 

설립한 독일도서관(Deutsche Bücherei)이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5년 독일 분할 

이후 동맹지역에서 국가도서관의 기능과 국가서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출판사와 사서를 중심으로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을 1946년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하였다. 이 두 기관은 1990년 독일 재통합으로 합병되었고 이름을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 DDB)로 명명하였다. 2006년에 ｢독일국립도서관법｣이 통과되면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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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이 되었다. 독일국립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

와 라이프치히에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라이프치히는 독일음악아카이브(Deutsches 

Musikarchiv, DMA)의 수장고가 되었다. DMA는 독일국립도서관의 부서로 1970년 베를린

에 설립되었고, 2010년 후반에 라이프치히로 옮겨졌다.  

약 2,600만 건의 매체를 소장한 독일국립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고, 독일음

악아카이브는 85만개의 악보와 150만 건의 녹음자료를 소장한 가장 큰 독일음악도서관이

다. 2006년 6월 29일 효력을 발한 ｢독일국립도서관법｣이 정의한 대로 독일국립도서관의 목

적은 1913년 이후 독일에서 출판된 자료, 1913년 이후 다른 국가에서 출판된 독일어자료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독일어 저작의 번역본과 독일에 관한 외국어자료의 수집, 처리, 서지색

인, 장기보존, 이용이다. 중앙도서관으로 국가서지 제공에 책임을 갖고, 수집하는 저작에는 

형태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공이 이용가능한 모든 인쇄, 이미지, 녹음출판물을 포함한다. 납

본규정에 따라 독일내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 출판사에서 생산한 모든 저작은 독일국가도

서관에 납본되어야 한다. 

독일국립도서관은 독일 중앙아카이브도서관이고, 중앙음악아카이브이며, 국가서지센터로

서 독일국가서지를 편집 및 출판한다. 독일국가서지의 개별 하위섹션은 2010년부터 PDF 포

맷으로 온라인 출판되고, 독일국립도서관 목록에 자유 검색 기능으로 통합되었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전통적인 포맷으로 접근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

를 위한 국가서지서비스도 있다. 

또한, 1933-1945년 사이 독일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민 및 추방당한 독일어 저술가의 출

판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라이프치히 추방 문학 장서와 프랑크푸르트 독일 추방 아카이

브에는 해외로 이민간 독일인의 도서, 브로슈어, 일기와 여러 이민자의 개인기록이 소장되

어 있으며 추방기관의 아카이브도 소장되어 있다. 라이프치히 도서관에는 홀로코스트에 관

한 문헌을 소장한 국제연구도서관인 안네프랑크쇼아도서관이 속해있다. 이 도서관은 독일

에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으로 유럽 유대인의 박해와 죽음에 관한 전 세계에서 출판된 모든 

저술을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인종, 정치, 종교, 기타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이나 소수

자에 관한 출판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이프치히 도서관내 독일 도서 및 필사본 박물관은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위한 도큐멘

테이션 센터이다. 전자매체 및 시청각자료가 도서와 경쟁하는 시대에서 이는 인쇄 문화의 

가치 있는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1884년에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도

서박물관으로 광대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소장한다.

독일국립도서관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국제적인 도서관과 협력한다. 공

통 규칙의 편집, 표준 및 규범, 전거파일 데이터베이스의 협력적 관리, 광대한 산성화 방지

를 위한 전략 및 기법의 개발, 디지털 자원 색인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정의, ISSN 센

터의 관리, 독일 디지털도서관과 유럽 장서의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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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립도서관의 수집 범위를 독일어 문헌의 수집 및 관리, 독일에 관한 외국에서 혹은 

외국어 출판물의 수집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자국 및 외국 문헌의 상당한 장서를 가지고 

대규모 일반 도서관으로 발전한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도서관과 차별화된 것이다. 일반 학

술연구를 지원하는 국가도서관의 이차적 기능은 2개의 선두적인 학술도서관인 베를린국립

도서관과 바이에른국립도서관에서 담당한다(Seefeldt & Syré, 2011, pp.38-41).

2) 베를린국립도서관

베를린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Preußischer Kulturbesitz, SBB-PK)은 바이에

른국립도서관과 함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연구 및 정보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이전 프러시안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큐레이션, 수집을 담당하고, 프러시안 문화유

산재단의 일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 기관 중 하나이다. 재정의 75%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연방주에서 지원받는다. 이 도서관은 1661년에 설립되어 나중에 프러시

안 국립도서관이 되고, 이차대전 이전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일반 학술도서관

이었던 왕립베를린도서관을 계승하였다.

전쟁이후 분리된 독일은 베를린 양쪽에 두 개의 도서관을 갖게 되었다. 재통합이후 1992

년 베를린 내 동쪽, 서쪽에 있던 2개의 도서관은 베를린국립도서관으로 통합되어 2개 빌딩

으로 유지되었다. 2개 도서관의 기존 소장을 고려하여 주제중심 개념으로 새롭게 발전하였

다.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도서관은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고, 1912년 초기와 같이 

중앙의 독서실을 추가하였다. 이 도서관은 역사적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19~20세

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문헌 수집에 집중하였다. 역사적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전문 도서

로 필사, 음악, 지도,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가 수집되었다. 또한, 최신 복원 워크샵 

및 디지털센터도 가지고 있다. 포츠담에 위치한 도서관은 현대적 문헌연구도서관으로 리모

델링되었고, 전시대에 걸친 일반 참고장서와 함께 현대와 최신 문헌, 그리고 동유럽, 중유

럽, 동아시아와 관련된 전문적 지역 장서를 소장한다.

문헌 및 정보제공이라는 국가체제 내에서 베를린국립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한다. 독일연구재단(DFG)의 재정지원으로 국가적 문헌 제공을 위해 법, 동아시아 및 남동

아시아, 슬라브 언어 및 문학, 외국 신문, 의회출판물의 전문적 주제 분야의 자료수집을 담

당한다. 협력수서프로그램인 독일인쇄장서(Sammlung Deutscher Drucke) 프로그램 하에서 

도서관은 1871-1912년 사이 출판된 모든 인쇄자료를 수집하는 책임을 맡았다. 지도의 경우

는 1801-1912년 사이, 악보는 1801-1945년 사이에 해당한다. 소속된 그림아카이브인 문화와 

역사기관(Bildagentur für Kultur und Geschichte)은 사진 컬렉션과 여러 사진을 관리하고 

1,200만 이상의 그림을 소장한다.

도서관은 특히 연속간행물데이터베이스 Zeitschriftendatenbank의 편집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1,500만개의 신문 연속간행물을 포함하고, 4,300개 독일도서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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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료의 소장사항을 안내한다. 필사본과 초기간행도서 분야에서 도서관은 자필사인과 

문헌유산데이터베이스 Kalliope, 1500년 전 이전의 인쇄도서에 관한 것으로 인쇄본이 이용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희귀본 종합목록(Gesamtkatalog der Wiegendrucke)을 

관리한다(Seefeldt & Syré, 2011, pp.41-43).

3) 뮌헨 바이에른국립도서관

바이에른국립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 BSB)은 1천만권에 달하는 독일 및 국제

적 문헌을 소장하여 통독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학술도서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서를 소장한다. 바이에른주의 국립도서관이면서 바이에른 공공도서관 서비스센터이다. 

1663년부터 바이에른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의 장서를 납본받아 수집하였고, 5만 5천여 종

의 저널과 신문을 구독하여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정기간행물도서관이다. 

1558년 비델스바흐왕가의 공작 소유 법원도서관으로 설립되어, 1919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전 세계의 국가와 주제 분야의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핵심 분야는 바이에른, 

유물, 고전, 역사, 음악, 동유럽, 남동유럽, 오리엔트, 동아시아이다. 전통적으로 필사본과 

1700년 이전의 출판물에 집중하였고, 비독일어로 작성된 2차 대전 이후 문학도 같이 수집

하였다.

베를린국립도서관과 유사하게 바이에른국립도서관은 여러 국가 및 국제적 협력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국제연합과 해외 도서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유산이 인쇄도

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도서는 미래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지만 새로운 전자

매체는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도서관은 오래된 장서의 보존과 최

신 기술의 개발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 및 필사본 복원기관(Institut für 

Buch- und Handschriftenrestaurierung), 뮌헨디지털센터(Münchener Digitalisierungszentrum, 

MDZ)를 두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p.43-44).

4) 중앙주제도서관

중앙주제도서관은 하노버 기술정보도서관(Technische Informationsbibliothek, TIB), 쾰른 

독일국립의학도서관(Deutsche Zentralbibliothek für Medizin, ZBMED),  킬 독일국립도서

관(Deutsche Zentralbibliothek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Leibniz 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ZBW)이 있으며, 이 3개의 도서관이 응용과학 분야의 국가적 문헌제공의 책임을 

갖는다. 도서관은 해당 주제 분야의 장서를 가능한 폭넓고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독일국립

도서관과 베를린국립도서관과 바이에른국립도서관을 보완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

관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Seefeldt & Syré, 201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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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서비스

가. 협력 수서

1) 독일인쇄장서(Sammlung Deutscher Drucke)

독일의 인쇄문화유산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독일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수집해 왔다. 왕국

으로 나뉘어 있던 독일은 지난 500년 동안 생산된 모든 인쇄자료의 통합된 장서를 구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요한 도서관이 독일 인쇄물을 분담하여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여 각 기관은 특정 기간 동안 독일에서 인쇄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책임을 갖는다. <표 

9>와 같이 독일인쇄장서 수집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도서관별로 해당하는 자료의 수집연도

가 정해져 있다. 독일 인쇄물을 수집하는 도서관은 고서적 판매상에서 초기 본 모두를 구매

하거나 도서관에서 복사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 독일의 모든 

인쇄물을 수집하여 새로운 국가도서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수집된 모든 인쇄물은 국가

목록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인터넷으로 검색될 수 있다. 오래된 인쇄물은 특별한 보존이 

요구되며, 필름화나 디지털화가 고려될 수도 있다. 원본이 10만건, 마이크로필름 4만건 이

상이 수집되었으나, 인쇄술 발전 이후 독일에서 출판된 도서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 아직도 수집할 인쇄 장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p.94-95).

해당연도 수집 도서관

1450-1600 뮌헨 바이에른국립도서관

1601-1700 볼펜뷔텔 Duke August 도서관

1701-1800 니더작센 주 및 괴팅겐 대학도서관 

1801-1870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소재 요한크리스찬젠켄베르크 대학도서관

1871-1912 베를린주립도서관

1913-현재 독일국립도서관(프랑크푸르트 & 라이프치히)

<표 9> 도서관별 수집 장서의 출판연도

2) 전문주제분야장서개발프로그램

독일연구재단은 독일내 대학교와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고, 연구자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기구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국가문헌제공은 독일연구재단의 도서관지원프로그

램의 핵심이며, 전문주제분야의 장서를 소장한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중앙주제도서관의 

세 유형의 도서관과 관련된다. 독일연구재단은 학술도서관 시스템을 위해 전문주제분야 장

서개발 프로그램인 특별장서계획(Sondersammelgebietsplan)을 1949년에 시작하였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재건의 어려운 시기에도 핵심적인 외국 연구문헌 1권을 독일 내에서 이용시

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이 과학 및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 문헌제공시스

템으로 발전되었다. 30개 이상의 전문도서관, 27개의 주립 및 대학 도서관이 100개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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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역중심의 자료의 수서에 참여하였다. 재통일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제 분야가 추가되고, 기존 분야는 이전 동독지역 내 도서관으로도 확대되었다. 전문주제

분야에 관한 정보, 할당된 도서관, 가상 주제도서관에 관한 정보는 Webis 웹기반 분산 시스

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의학, 과학기술, 경제학과 같은 요구가 많은 분야는 중앙주제도

서관에서 검색하지만 다른 주제 분야는 대학 및 전문도서관으로 분산되어 있다(Seefeldt & 

Syré, 2011, p.91-92).

3) Lektoratskooperation

Lektoratskooperatio(LK)는 공공도서관에서 장서개발에 필요한 도구로 1976년에 시작되

었으며, 도서 및 시청각자료의 선정에 중복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독일에서 

매년 출판되는 8만개이상의 신규 매체를 평가하여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가기관은 60개 도서관에 소속된 75명의 주제전문가로 구성된 DBV, 250명의 리뷰자

로 구성된 정보 및 도서관전문직 협회(Berufsverband Information Bibliothek, BIB), EKZ이

다. 독일에서 출판된 가장 중요한 최신 출판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판물의 초록을 작성하

고, 공공도서관내 대상 독자 그룹에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독일 전역의 공공도서관은 인쇄

나 온라인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료 선정에 활용한다(Seefeldt & Syré, 2011, 

p.95).

나. 목록

목록분야의 협력은 공통된 목록관련 규칙을 사용해야만 가능한데, 이러한 규칙으로 독일

기술목록규칙 RAK, 독일주제목록규칙 RSWK, 독일전거파일 GKD, PND, SWD, 독일기계

가독교환포맷 MAB 등이 있다. 독일국립도서관은 서지서비스에서 선두적인 공급자이며, 연

간 1억 레코드를 제공하고 이는 RAK-WB, RSWK에 준하여 생성되었다. 2006년에는 DDC

를 사용하였고, 2001년부터 MAB 대신 MARC21을, RAK 대신 AACR2를 사용하였다. 2007

년 많은 독일도서관은 MARC21 포맷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AARC2

에서 RDA의 편찬에 참여하고 있다.  

1) 지역네트워크 시스템 

도서관네트워크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초기의 목적은 

공통 목록데이터베이스의 협력 개발이었지만, 이후 네트워크는 새로운 역할을 가지면서 서

비스를 확대하였다. 즉 초기에는 종합목록의 유지였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목록을 기계가독

형으로 변환하고, 지역네트워크 내에서 IT를 개발하고, 로컬시스템의 운영과 문헌전달시스

템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도서관개발, 목록의 풍부한 기술, 저널의 목차서비스, 로

컬 도서관 출판물과 아카이브시스템을 위한 호스팅서비스, 리포지토리 관리, 상업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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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전문서비스/전자북 라이센스를 위한 컨서시움 구축 등이다.  16개 주의 거의 모든 대

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지역전자종합목록 중 하나에 참가하고 있다. 국가수준

의 종합목록은 없지만, 카를스루에가상목록(Karlsruher Virtueller Katalog, KVK)라는 가상

종합목록이 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역종합목록을 연계한다. KVK에

서는 지역네트워크목록, 50개 도서관과 도서무역목록 뿐만 아니라, WorldCat, 영국종합목

록, 프랑스 종합목록, 아마존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할 수 있다(Seefeldt & Syré, 2011, 

pp.97-98).

2) 독일연속간행물데이터베이스

독일 내 협력 작업에 기반을 둔 가장 성공적인 종합목록의 하나는 연속간행물 데이터베

이스(Zeitschriften-datenbank, ZDB)이다. 이는 독일연구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설립하였으며, 

초기에 참가 도서관수는 작았지만 현재는 4,3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150만 연속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50만 건은 출판 중인 연속간행물이다. 베를린국립도서관이 

재정지원을 독일국립도서관이 시스템관리를 담당하며, 특히 베를린국립도서관은 ZDB의 편

집과 미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p.99-100).

3) 초기인쇄장서 서지 구축

20세기까지 독일내에 국가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아서 인쇄기 발명이후 독일 출판물에 관

한 국가서지는 없었다. 몇몇 선정된 도서관에서 초기인쇄물 수집과 목록을 구축하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여 보완이 이루어졌다. 첫 프로젝트는 희귀본종합목록사업(Gesamtkatalog 

der Wiegendrucke, GK)이며 이는 독일에서 출판된 15세기 인쇄물을 기술하는 것으로 축척

된 희귀본 레코드는 3만 건에 이른다. 

희귀본 이후의 출판 인쇄장서의 서지레코드 구축은 협력으로 실시되었다. 16세기 독일어

사용 국가의 인쇄장서 서지(Verzeichnis der im deutschen Sprachbereich erschiienenen 

Drucke des 16. Jahrhunderts, VD16)는 바이에른국립도서관이 듀크어거스트도서관과 협력

하여 출판한 서지로 240개 도서관이 소장한 10만 건의 표제가 포함되어 있다(Seefeldt & 

Syré, 2011, p.101).

다. 이용자서비스 

1) 국가적 상호대차

이용자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은 상호대차가 대표적이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

서, 연속간행물, 정보자원을 모두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하

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적인 상호대차시스템이 조직되어 연구 및 교육에 직접 제공

될 수 있다. 2차 대전 후 지역목록이 구축되어 소장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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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목록은 대규모 지역도서관의 시스템

이었고, 후에 지역종합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현재 독일 중앙목록은 베를린, 드레스덴, 프

랑크푸르트, 괴팅겐, 할레, 함부르크, 뮌헨 등의 10개 상호대차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Seefeldt & Syré, 2011, pp.103-104).

2) 전자문헌전달서비스

직접문헌전달시스템 SUBITO는 연구자 및 학생을 위해 높은 표준의 신속한 문헌 배달 시

스템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4년 개발되었다. 학술지 논문의 복사는 이러한 도서관에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다. 문헌을 검색하고 주문하면 문헌전달은 원하는 주소로 직접 전달된다

(Seefeldt & Syré, 2011, p.105).

라. 디지털화

독일의 디지털화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접근 향상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독

에서 대규모 카드목록과 부족한 컴퓨터로 인해 동독도서관은 1990년 이후 전자시대로 용이

하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모든 것을 입력하여 오래된 카드목록을 소급적으로 편목하는 방

법뿐만 아니라 카드를 스캐닝하고 이를 배열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도서관내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미지 목록을 웹상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서 많은 오래된 목록이 이미지목록으로 전환되었다. 

도서관장서의 디지털화는 괴팅겐주립 및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구텐베르크 성경과 같이 

높은 가치를 갖는 자료, 바이에른국립도서관에 아름답게 그려진 필사본과 인쇄본에 우선 

적용되었다. 더 많은 도서관이 웹상에서의 이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용 및 보존의 목적

을 위해 장서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였다. 장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독일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은 고전 베를린주소록을 디지털화하였는데 이 책자는 250

년 이상을 포함하고 국제적 연구를 위해 웹상에서 이용가능하다. 

독일의 디지털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도서관이 전자 자료를 보

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였다. 공공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은 전자도서, 

전문, 전자저널 및 신문과 같이 다양한 기술의 전자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수업 및 

회의 자료를 포함하여 교수 및 대학 강사의 출판물은 대학도서관 서버에 수집되고 전자적

으로 아카이브가 된다. 박사학위논문은 대학도서관에 의해 전자 문헌으로 접수되고, 이러한 

전자 학위논문의 식별자를 도입한 독일국립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일부 독일 출판사로부터 

디지털출판물을 납본받는다(Lux, 2003,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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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사서직 유형 및 교육기관

가. 도서관 전문직

독일은 매체, 정보, 참고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의 기대 신장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

의 범위도 변화하는 도서관에 관한 요구와 함께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 관련 전문직

으로 전통적인 사서, 정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직으로 도큐멘탈리스트, 정보관리자, 아키비

스트, 도서관기술보조원, 정보브로커가 생겨났다. 

도큐멘탈리스트는 주로 문헌 및 정보센터에서 활동하며 경제, 연구, 기술 분야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색인을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키비스트는 문서의 저

장과 색인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브로커는 정보의 시장적 측면에서 활동하며 상업적 목

적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전문직을 위해 도서관, 아카이브, 도

큐멘테이션센터에서 기술보조로 훈련된 기술담당자를 고용한다(Seefeldt & Syré, 2011, 

pp.69-70).

나. 사서직 교육의 역사

독일에서 도서관 직원의 훈련과 전문직교육은 실습교육 및 이론 교육이 결합된 독일의 

이중 직업교육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도서관 전문직의 공식 교육은 19세기에 

시작되었다. 1893년 프러시안 정부는 사서를 위한 전문교육 법령을 통과시켰다. 사서가 되

려는 대학학위를 가진 사람은 졸업 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다. 고등 공공서비스 직

업군의 교육체계는 프러시안 법령과 1905년 바이에른 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변화되었다. 12

년 동안 학술 및 연구 사서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방법이 만들어졌다. 응용학문을 주로 하

는 대학에서 전문 사서교육체계의 과정은 1914년 라이프치히에 첫 번째 도서관 학교의 설

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의 분리로 사서교육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고, 특히 서

독에서는 연방구조 및 부문별 구분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다. 재통합이후 사서교육

의 추가적인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준화된 교과목으로 경영, 마케팅과 도서관 

경영,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검색전략,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서

비스, 서비스 및 이용자 교육, 문헌 및 매체 시장이 포함되었고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습을 강조한 것이었다(Seefeldt & Syré, 2011, p.71).

다. 통일 후 사서직 교육 

사서의 유형은 대학교육(상급교육/석사학위)을 받은 학술사서, 전문단과대학교에서 전문 

사서 혹은 정보관리 디플로마를 가진 인증사서 혹은 정보관리자, 매체 및 정보서비스를 담

당하는 도서관기술보조원(Fachangestellte für Medien- und Informationsdienste, FAMI) 혹

은 중간크기의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도서관보조원(Bibliotheksassistenten), 마지막은 

준기술을 갖춘 도서관 직원이 있다(Seefeldt & Syré, 201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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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사서

높은 지위로 고용된 사서의 대부분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4학기 대학원 과정이나 

2년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이수하여 사서가 되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한다. 

두 가지 교육과정 모두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며, 실습은 인증된 학술 훈련 도서관에서 실습

하지만 이론은 고등교육의 대학에서 공식적 교육으로 실시된다. 2년의 교육프로그램이 종

료되면 수료자는 높은 이용자서비스를 위해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친다. 과거에는 4학

기의 대학원과정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학술사서(Wissenschaftlicher Bibliothekar) 혹은 석

사학위(Magister Artium(M.A.))의 자격을 부여하였고, 2007~2008년 이후 대부분은 도서관

정보학석사(MALIS)라는 학위가 수여되었다. 학술 및 연구 도서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서는 주제문헌의 선정 및 분류, 참고 및 자문서비스, 내․외부 도서관 조직의 조정, 새로

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계획 및 협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리더십을 요구한다.

2) 인증사서, 정보관리자

전문단과대학교에서는 사서직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이전 도서관학교는 독

립된 전문단과대학교로 변화되었고, 이들은 적절한 연구과정을 제공하는 별도의 학과 형태

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전문단과대학교로 통합되었다. 학위과정은 공식적으로 7~8학기로 진

행되고, 과정의 일부로 다양한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학기에는 업무 경험을 하게 된다. 학사

학위과정은 6학기 동안, 석사학위는 4학기 동안 진행된다. 실습 경험은 전통적인 대학학위

과정보다 이러한 신규 학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방, 주, 지방정부 이용자 서비스는 

졸업증서나 학사학위를 가진 자격을 갖춘 사서직원이 담당한다.

3) 도서관기술보조원, 도서관보조원

매체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기술보조원의 자격을 위한 교육은 3년이며, 이는 이중

체계 직업훈련의 일부이다. 도서관기술보조원 자격을 가진 사서에게 중간 수준의 이용자 

서비스가 할당된다. 이러한 자격에 관한 기본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

는 중등교육 수료자격(Mittlere Reife)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Seefeldt & Syré, 2011, p.72).

라. 사서직 교육기관

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업교육학교(Berufsschulen)는 

도서관에 알맞도록 도서관기술보조원을 위한 중간 수준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

공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공공기관 혹은 내부적인 행정적 아카데미 안에 도서관정보학과

(Fachbereiche für Bibliotheks- und Informationswesen), 도서관 커뮤니케이션학과(Informations-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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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ikationswissenschaft)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학 대학교 학위 프로그램(Universitäre 

Studiengänge der Bibliothekswissenschaft)으로는 훔볼트 대학교가 유일한 사례이고, 이 대학

교에서는 원격으로 졸업후과정과 전통적인 학사학위과정을 제공한다(Seefeldt & Syré, 2011, 

p.73).

 

마.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 직원을 위한 계속 전문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

적으로 잘 개발되었다. 사서를 위한 계속 전문직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독일도서관협회, 

정보 및 도서관 전문직 협회, 독일사서협회의 전문직 협회, 도서관 네트워크 본부, 주 도서

관, 대학교도서관, 지역도서관, 사서직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교 및 전문단과대학교, 공공 및 

교회도서관 서비스 센터, 대도시도서관, 부처 및 행정 당국, 상무부, EKZ, 교육 및 문화 부

문의 기업, 재단, 개인기관, 학회 협회이다. 약 800개의 전문직 계속교육 과정이 연간으로 

제공되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74).

4.2.5 전문협회

가. 독일도서관정보협회연맹

도서관 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대중들에게 도서관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

해 전문직과 도서관 정치에 대한 관심의 조화는 1963년 독일도서관컨퍼런스(Deutsche 

Bibliothekskonferenz, DBK)의 설립과 Bibliotheksplan ‘73 편찬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처

음으로 가시화되었다. 1989년 도서관의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도서관협회연

맹(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ände, BDB)이 DBK를 계승하여 설립되

었다. 이 연맹에 독일도서관협회와 2개의 사서협회인 정보 및 도서관전문직협회, 독일사서

협회가 가입하였으며, 기타 회원으로 도서관 공급자인 EKZ, 전 세계 70개 이상의 도서관 

정보센터를 가진 괴테문화원, 도서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텔스만재단이 있었다. 2004년 

정보학과 정보현장을 위한 독일학회(DGI)가 회원이 되면서 독일도서관정보협회연맹

(Bibliothek und Information Deutschland, BID)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BID의 목적은 민주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구조를 보호하는 도서관과 함께 정보제공 분야

에서 서비스 및 혁신적 아이디어의 개발이다. BID는 도서관 및 정보 분야에서 홍보를 조정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자에게 효과적인 논의 및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업무과정에서 BID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조직과 공동 일을 하고 관련된 비영리조직 및 위원회와도 

협력한다. BID는 베를린에 소재하며 조직은 총회 혹은 회원총회, 집행위원회, 회장으로 구

성된다. BID는 유럽 도서관 정보 도큐멘테이션 협회와 IFLA의 회원이며, 베를린의 외교부

와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의 지원을 받는다. BID의 상임위원회인 국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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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BII)는 독일과 해외에서 국제적인 노하우의 전달을 조정하는 최고 기구로 임명되어 

사서와 문헌정보학 교수가 해외에서 연구하고 업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ID는 월간으

로 Bibliotheksdienst를 출판하고, 독일 내 가장 큰 전문 컨퍼런스 중 하나인 라이프찌히 정

보․도서관회의를 개최한다(Seefeldt & Syré, 2011, pp.75-76).

나. 독일도서관협회

독일도서관협회(Deutscher Bibliotheksverband, DBV)는 1949년 서독에서 시작되었다. 동

독에서는 별도의 독일도서관협회(Deutscher Bibliotheksverband, BV)가 1964년에 설립되어 

전문직원이 있는 도서관과 사서, 정보, 도큐멘테이션과 관련된 기타 전문기관을 대표하였

고, 1990년까지는 동독도서관협회(Biblibotheksverba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로 알려졌다. 독일 통합 이후 서독과 동독의 도서관협회는 독일도서관협회(Deutscher 

Bibliotheksverband, DBV)로 통합되었다(<표 10> 참조).

통합된 협회는 약 2,000명의 회원을 포함하였다. 정규회원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서관, 주 및 교회 도서관 서비스 센터, 기타 도서관 및 도큐멘테이션과 관련된 기관이었

다. 매년 개최되는 사서대회는 정보 및 도서관전문직 협회, 독일사서협회가 조직하고, 3년

에 한번은 독일도서관정보협회연맹의 이름하에 독일도서관협회 연차회의와 연계해 개최되

고 있다. 독일도서관협회는 전방부에 문화와 교육의 도서관의 역할을 두고, 사회를 위해 도

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 분야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구

조화하고 평가보고서 및 권고 작성 시에 근본적인 전문직 문제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채택

하여 독일 사서직을 발전시키고, 도서관과 사서직 기관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Seefeldt & 

Syré, 2011, pp.76-77).

동독 서독 현재

동독도서관협회

(1964)
서독도서관협회(1949)

독일도서관협회

(Deutscher Bibliotheksverband, DBV)

-

공공도서관사서협회

(VBB, 1949년) 사서 및 사서보조 

협회(VBA, 1997년) 정보 및 도서관 전문직 

협회(Berufsverband Information 

Bibliothek, BIB, 2000년)

도서관보조 및 기타 

직원 협회(BBA, 1987년)

학술 및 연구도서관 인증사서 협회(VdDB, 

1948년)

독일사서협회(VDB, 1900년)
독일사서협회(Verein Deutscher 

Bibliothekare, VDB, 1900년)

<표 10> 동서독 전문협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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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서관전문가네트워크

독일도서관협회의 도서관전문가네트워크(Kompetenz netzwerk für Bibliotheken, KNB)는 

2004년에 문화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der Länder, KMK)에 의해 설립되었고, 연

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여러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산 구조를 갖는다. 독일

도서관협회는 국제협력, 도서관 포탈, 도서관 색인 BIX(Bibliotheksindex)를 수용하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정하기 위해 핵심 조직을 구성하였다. 여러 기관이 다음

의 업무에 책임을 갖는데, 독일도서관통계는 쾰른 소재 대학도서관센터(Hochschulbibliothekszentr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HBZ)가 담당하고, 유럽 자문서비스는 베를린국립도서관이 운

영하며, 표준화를 위한 독일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과 독일국립도서관

은 도서관 및 도큐멘테이션 표준위원회(Normenausschuss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NABD)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표준위원회에서 독일을 대표한다. 대학도서관센터, 저널 B.I.T 

online, infas와 협력하여 DBV는 국가 전체 연간 벤치마킹 시스템인 BIX의 조정과 조직에 책

임을 갖는다. 2006년 이후 도서관 게이트웨이 Bibliotheksportal은 전체적인 독일 도서관 시

스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의 중앙 연락망의 기능을 한다. DBV는 도서관전문

가네트워크 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

다(Seefeldt & Syré, 2011, p.79).

라. 정보 및 도서관 전문직 협회

정보 및 도서관 전문직 협회(Berufsverband Information Bibliothek, BIB)는 2개 협회인 사

서 및 사서보조 협회(Verein der Bibliothekare und Assistenten, VBA)와 1948년 설립된 학술 

및 연구도서관 인증사서 협회(Verein der Diplom-Bibliothekare a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VdDB)의 통합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사서 및 사서보조 협회(VBA)는 1949년 

만들어진 공공도서관 사서협회(Verein der Bibliothekare an Öffentlichen Bibliotheken, VBB)

와 1987년 구성된 도서관 보조 및 기타 직원 협회(Bundesverein der Bibliotheksassistentlinnen 

und Assistenten und anderer Mitarbeiterlinnen an Bibliotheken, BBA, 1987년 조직)의 합병

으로 1997년 조직되었다(<표 10> 참조). 

BIB는 약 6,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직 사서를 위한 2개의 협회 중 더 큰 조직이

다. 사서직 교육의 향상, 근대화 표준화, 현대 전문직 이미지의 실행, 계속교육 평가를 통한 

직원의 자질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직의 대변에 중점을 둔다. 2006년부터 BIB는 

교육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사서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및 직업 교육 기

관으로 구분해 교육 및 직업 실습 기관을 열거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초급 수준의 전문

직, 구직자, 학생, 피훈련생 교육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다(Seefeldt & Syré, 2011,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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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일사서협회

독일사서협회(Verein Deutscher Biblibothekare, VDB)는 1900년에 설립되었으며 높은 자

질의 학술 및 연구사서의 협회로 약 1,700명의 회원이 있다(<표 10> 참조). 이 협회의 목적

은 학술 및 연구사서간의 연락을 증대시키기고, 전문직의 관심을 표현하고, 전문직 기술의 

교환 및 개발을 증대시키고, 학술 및 연구 사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직은 지역

협회로 구분되고, 4개의 상임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직 자질, 법적 문제, 주제 전문

가 문제, 정보 및 도서관 전문직 협회와 협력에서 경영과 통제를 위한 위원회이다. 독일사

서협회는 1970년 중반까지 독일내 모든 국가 수준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서 협회였으나 이

후 독일도서관협회나 독일도서관연구소가 생기면서 전문직 사서 협회로 그 기능을 축소하

였다. VDB는 도서관연차회의인 사서대회(Deutscher Bibliothekartag)를 20세기 초부터 조직

하였고, 이는 3년마다 열리는 독일도서관정보협회연맹의 독일도서관회의의 대안이다(Seefeldt 

& Syré, 2011, pp.80-81).

바. EKZ

1947년 설립된 EKZ-Bibliotheksservice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업체로, 25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BID 설립회원 중 하나이다. EKZ는 분류, 보존, 도서관 장비, 내부 인

테리어, 도서관 조직과 같은 전문적으로 고안된 생산물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도서관에 

기여한다. EKZ는 주로 독일내 공공도서관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선도

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자의 하나로 확장되어 포괄적인 매체 제공, 도서관 계획과 자문서비

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스폰서, 교육과정, 직원 자질 세미나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하여 최신 시장 경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Seefeldt & Syré, 2011, p.81).

사. 베텔스만재단

베텔스만재단은 시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필요한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진척시켜 계속

적인 사회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Reinhard Mohn에 의해 설립되었다. 재

단은 주단위 교육체계의 구조화나 건강과 같은 주제의 프로젝트나 기타 평가에 중심을 둔

다. 이 재단은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였다. 그러나 2007년 재단은 공공도서관 분야의 지원을 

거두고 자문의 역할을 하였다. 독일과 기타 국가에서는 파트너와 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인 테스트에 강조를 두어 왔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혁신적 방법의 교환 및 개발, 새로운 

발견, 전 세계 선두적 도서관의 실질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한 도서관은 이 재

단에서 시작한 많은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Seefeldt & Syré, 201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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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괴테문화원

괴테문화원(Goethe Institute, GI)은 독일정부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문화, 교육관련 분야

에서 활동한다. 3가지 주요한 목적은 첫째 국제적인 문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독일

어를 세계에 홍보하고, 셋째 독일 문화 및 사회, 정치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여 독일의 이미

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1951년에 설립되었고 1952년에 설립된 국제교류협회와 합병한 후 

2001년에 가장 큰 독일 문화 교육 기관이 되었다. 현재 93개 국가에 사무실 및 기관을 두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과 언어과정을 제공하고 독일어를 홍보하기 위해 교사, 대학교 등을 

지원한다. GI는 정보 및 지식 관리, 도서관 조직, 교육 및 계속교육에 관한 다양한 생각, 방

법, 응용에 관한 국제 전문가의 논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정보 및 도서관 분야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했다. 가장 중요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분야는 도서관 협력, 문헌 및 번역 지원, 정

보 및 자문 서비스, 정보관리이다(Seefeldt & Syré, 2011, pp.84-85).

자. 정보학과 정보 현장을 위한 독일학회

정보학과 정보 현장을 위한 독일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Informationswissenschaft 

und Informationspraxis, DGI)는 1948년 독일 정보학 협회로 시작한 독일 정보전문가 협회

이다. 작업 환경에서, 학회, 정보 정치 분야, 정보산업에서 정보 전문직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서비스의 보다 나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개념, 방법, 도구에 

의해 지식관리의 새로운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다(Seefeldt & Syré, 2011, p.85).

4.3 동서독 도서관의 통합 사례

1989년 가을까지 베를린에는 40년 이상 지속된 독일의 분단이 도시와 도서관을 관통하였

고, 1990년 10월 정치적인 통일로 오래된 상처를 덮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은 동, 서독 간의 

공동 협의회와 위원회들을 매우 빠르게 결성하였고, 1990년 가을부터 도서관 재통합이 진

행되었다. 동독과 서독의 국가도서관을 비롯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베를린국립도서관이 

통합되었고, 1995년에는 베를린 동쪽의 베를린시립도서관과 서쪽의 미국기념도서관이 베를

린중앙주립도서관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서는 독일국립도서관과 베를린국립도서관의 통

합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의 내용은 문헌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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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독일국립도서관 

본 연구에서는 독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통일 독일 전후의 도서관계 협력과 통합 상

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독일국립도서관, 라이프치히 독일국립도서관의 

면담 대상자는 <표 11>과 같다.  

기관명 면담일시 면담자 부서 및 직위 특징

프랑크푸르트 
독일국립도서관

2014. 

10.22

Ute Schwens 프랑크푸르트 관장 37년 근무, 통합 과정에 참여

Anke Meyer-Heß 디지털 서비스
14년 근무, 동서독 단일 통합 
목록 시스템 구축에 참여

라이프치히
독일국립도서관

2014. 

10.23

Michael Fernau 라이프치히 관장

2004년부터 라이프찌히 도서관에서 
근무, 2008년 라이프찌히 관장, 그 
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서관경
영 업무 담당

Jörg Räuber
아카이빙 & 보존
부장

라이프찌히도서관에서 약 30년 근무

<표 11> 독일국립도서관 면담대상자   

가. 통일이전 교류

독일통일 이전에 독일 도서관 사서들 간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국제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즉, IFLA 회의에서 서로 발표하면서 도서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호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고, 

1986년 동서독 간의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상호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분야가 일부 포함되어, 전시, 서지데이터 교환 등에서 교류가 이루어

졌다. 1988년부터 두 도서관간의 교류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국립도서관 사서들 간에 편지, 

면대면,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라이프찌히 

도서관 부서장 4명(이중 2명은 아직도 라이프찌히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

다. 이후 1989년 7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라이프찌히를 방문하였고, Klaus-Dieter Lehmann 프

랑크푸르트 관장과 Helmut Rötzsch 라이프찌히 관장이 만나서 교류와 협력의 논의를 시작

하였다. 특히 목록시스템을 위한 협력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 이전부터 동서

독 도서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양 도서관 모두 체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당시 라이프찌히 

도서관 관장이었던 Rötzsch가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 또한 냉전 당시에도 프

랑크푸르트 도서관이 라이프찌히 도서관을 드러나지 않게 지원할 정도로 면담자들 모두 통

일 이전부터 도서관계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통일이전부터 이러한 교류

가 있었기에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합이후 라이프찌히 독일도서관

과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이 합병하여 독일도서관(DDB)이 될 수 있었고, 1991년 1월 3일 

통합된 국가서지를 협력하여 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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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 과정

1) 도서관 명칭

독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독일국립도서관법｣이 2006년 6월 선포되면서 ‘국립도서관’

이라는 명칭을 쓰는 도서관이 생겼다. 독일국립도서관은 약 100년이라는 짧지만 극적인 세

월을 겪으면서 몇 번이나 이름을 바꾸는 운명을 겪었다. 현재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

에 독일국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일국립도서관이라

는 명칭은 많은 과정을 거쳐 ｢독일국립도서관법｣이 발효되면서 2006년 6월에 이르러서 부

여되었다(Giersberg, 2006). 

2) 국가서지

두 국립도서관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각자 구축한 독일국가서지는 내용 면에서 거의 흡

사한 상태로 발행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도 초반부터 국가서지를 함께 작

성하기로 결정하여 1991년 1월 3일에는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독일국가서지의 첫 통

합본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전 분야를 통틀어 동서독 통합을 가장 빠르고 가시적으로 보

여준 독보적 사례였다. 독일국립도서관에는 매일 1,200권에 달하는 서적이 두 권씩 전달되

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에 따라 독일 출판사들은 새로운 책이 출판될 때마다 두 권씩

을 독일국립도서관에 납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출판된 책들은 출판사의 소재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혹은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서 관할한

다. 그리고 한 권은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에, 다른 한 권은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 보

관되어 양 도서관 모두 1945년 이후 장서를 총망라하도록 되어 있다. 

3) 전산화

통합 이후 목록 규칙, 서지 형식, 데이터 소급변환, 편목 업무처리 단일화 등 작업이 요구

되었다. 서독은 MAB 포맷(현재는 MARC21 사용)을 사용하고 목록규칙 RAK(현재는 

AACR2를 사용하다가 RDA 사용)를 사용하여 통일된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경우 1977년부터 목록규칙으로 RAK, 분류는 소비에트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소비에트 전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UNIMARC으로 전산화를 시작하려는 단계였다. 따라서 동독도서관에서 

서독에 많은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전산화는 서독의 수집 및 목록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

다. 실질적으로 IT 측면에서 동독보다 서독이 많이 뒤쳐져있어 동독도서관에 복사기, 개인

용 컴퓨터 등이 지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사서가 목록규칙에 따라 전산데이터 구축에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소급변환을 위한 시스템 이용 교육도 실시되었다. 

현재 도서관표준화사무국(Arbeitsstelle für Standardisierung, AfS)은 독일내 공식 표준화

를 관리하고 조정하며, 도서관 표준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일, 호주, 스위스 일부의 

도서관과 도서관 네트워크와 협력에서, 도서관은 도서관표준을 국제화하고자 한다. 여기에



- 65 -

는 목록규칙(RAK, RDA, RSWK, DDC), 교환포맷(MAB2, MARC 21), 메타데이터포맷(Dublin 

Core, ONIX, LMER), 전거파일이 포함된다. 도서관표준화사무국은 기술목록 및 주제목록의 

표준화, 데이터포맷과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개발, 메타데이터 표준개발, 전거파일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Arbeitsstelle für Standardisierung, 2014).

4) 리모델링

나날이 늘어가는 장서를 감당하려면 서가를 매일 24미터씩 늘려야 해서 라이프치히 국립

도서관은 2007년 중반부터 신관 공사를 시작했다. 신관에는 단순히 서적 보관 공간 확보 외

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박물관인 독일 도서 및 필사본 박물관을 입주시켰고, 녹음기

술의 초기인 1877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녹음자료를 망라한 독일음악아카이브를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전하였다.

5) 조직통합

통합초기 두 도서관은 서독 체계에 기반을 두어 라이프찌히 도서관에 동일한 부서를 두

어 병렬구조로 유지하되, IT 부서, 총무부는 통합하여 하나만 유지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독일국립도서관 조직도

통일당시 프랑크푸르트의 관장이었던 Klaus-Dieter Lehmann이 통합도서관의 관장을 맡

아 도서관 통합의 총괄책임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부관장 제도

를 두어 프랑크푸르트의 부관장은 Kurt Nowak, 라이프찌히의 부관장은 Gottfried Rost 박

사가 담당하였다. 독일국가도서관장은 행정위원회의 결의와 지침, ｢독일국립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독일국가도서관의 전반을 다룬다. 1991년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소속이었던 독일

음악아카이브(베를린소재, 1970년 1월 1일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의 한 부서로 베를린에 설립

되었는데 독일음악 수집이 주된 업무임)에 동독 작곡가 및 음악 학자 협회의 음악정보센터

를 흡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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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

조직이 통합되면서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및 직원의 직

제 및 직급 통합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합시 노동에 관한 사항은 서독의 체제가 

동독에 도입되었다. 이는 정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도서관에서 통합시 조직통합을 강제한 것

은 아니었다. 통합 당시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 국가도서관 간 인력 통합으로 약 120명

의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은 정식 사서가 아닌 공산당원 감시자, 청소원을 대상

으로 시행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시행되었던 65세 정년 제도를 동독에 도입시켰는

데 당시 동독에서는 65세 정년제도가 없어 한번 고용되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로 인해 라이프찌히에서 통합당시 동독도서관의 감원이 컸다고 느끼고 있었다. 65세 정년

제도로 통합 초기에 120명 정도 감원되었고, 이후 10년간 약 350명의 사서가 퇴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원은 경제적 원인, 전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원되었다. 현재는 직

원은 700명 정도이며, 양쪽에서 약 350명씩 근무하고 있다. 

동서독 국가도서관 사서들은 공무원으로 인건비의 책정을 정치적인 결정사항으로 서독 

도서관에서 동독 도서관에 강제한 사항은 아니었다. 통일 초반에 동독 사서는 서독 사서의 

60%정도의 임금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부터는 거의 동일한 임금이 적

용되고 있다. 매년 자발적으로 4명씩 서로 도서관 직원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부

서 간 긴밀한 업무 관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재정지원 

재정적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도서관 통합을 위한 명목으로 특별 기금은 지원되지 않았으

나, 통일 이후 일반 예산에 도서관 통합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되어 책정되었다. 특히, 전산

화 시스템 도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정부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 도서

관이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도 모든 독일 시민

은 통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소득액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구서독 지역 시민들의 납부

액이 더 크다.

다. 통합시 고려 사항

도서관 통합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우선 장서 수집 측면에서 기본 체계는 유사하나, 세부

적인 방식은 달라 상호 조정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서독이 항상 동독보

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이 이루어져 라이프찌히 도서관 근무 사서들의 불만이 많

았던 것으로 보였다. 임금 체계는 동일해졌으나, 근본적으로 구 동서독 지역 간 경제적 격

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통합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인력 통합의 문제

로 동서독 국가도서관 통합시 두 국가 간 교육 체제가 달라, 직급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독의 정사서는 국립일반도서관, 도서/출판협회의 전문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서독의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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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베를린, 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그, 하노버 등의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획득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데 통독에서 도서관 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협

력이 있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의 생각

만 다뤄서는 안 되고, 사서들이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밝히고 사서들이 지속적으로 접촉

해야 하며, 서독 도서관이 동독 도서관에 지원한 것과 같이 비공식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4.3.2 베를린국립도서관

베를린국립도서관-프로이센문화유산(Staatsbibliothek zu Berlin–Preußischer Kulturbesitz)의 

면담 대상자는 <표 12>와 같다.  

면담일시 면담자 부서 및 직위 특징

2014. 
10.24

Jochen Haug 학술 서비스부장 2006년부터 근무, 이전에는 쾰른 대학도서관에서 
1년 근무

조진숙 동아시아부 
한국담당관 한국학 전문 분야 사서, 근무 경력 약 15년

<표 12> 베를린국립도서관 면담대상자   

가. 통합의 필요성

통일조약 제35조 5항에서 2차 대전의 결과로 분리되었던 과거 프러시안 지역의 장서는 

베를린으로 다시 수집되어야 했다. 프러시안문화유산재단이 우선 이에 대한 책임을 담당했

고, 미래에는 이전 프러시안 지역 장서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이며, 베를린에 기반을 둔 기

관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였다(The Unification Treaty, 1990). 재통일이후 베를린국립도서

관이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베를린에 소장한 도서가 원래 동베를린에 있던 베를린

국립도서관의 장서였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통합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지역적으로 거

리가 가깝고, 하나의 기관으로 이전하기에는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 2개 도서관으로 유지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92년 1월에 베를린국립도서관은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에 통합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도서관 통합 과정으로는 1992년 두 도서관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관할 정부 부처를 결정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납본법을 조정하였다. 

베를린국립도서관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가장 큰 학술도서관으로 1661년 설립되었

으며, 프러시안문화유산재단의 일부이며, 연방의 지원을 받는다. 독일 최대 규모의 학술종

합도서관이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의 폐해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설립한지 150년 후 베를린국립도서관은 특히 바로 근접한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교(현

재 훔볼트대학교)와 상호협력 하에서 독일의 주요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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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및 독일 분단으로 인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쟁 동

안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지역의 도서관은 두 번이나 폭격을 

받았다. 이 때 반구형 지붕을 가진 중앙열람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3백만 권 이상에 달하던 책과 다양한 특별 수집본으로 구성된 도서관의 장서들은 

폭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독일제국 전역의 30개 수도원, 성, 폐광된 광산 등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전쟁 이후 12년 동안 계속된 독일의 분단은 도서관 장서소장에 역

효과를 일으켰다. 1945년 종전 이후 장서의 일부만이 원래의 소장되었던 장소인 베를린 동

쪽의 운터덴린덴으로 돌아왔다. 즉 당시 소련군 점령 지역에서 발견된 도서들은 베를린 동

쪽지역인 운터덴린덴의 본관 건물로 빠르게 회수되었다. 하지만 서방 동맹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발견된 도서들은 1964년이 되어서야 튀빙겐과 마르부르크를 경유지로 거쳐 다시

금 베를린 서쪽의 슈프레 구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1978년 포츠담거리에 신관건

물이 완성되었다. 분단된 베를린에서 양쪽은 도서관 장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적극적

인 수서정책을 추구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1992년 통합된 베를린국립도서관은 운터덴린덴, 포츠담 양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약 30만 권에 달하는 도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실된 상태이거나 또는 파손된 것으

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추가로 약 30만 권의 책들 및 중요한 가치가 있는 특별 수집본들이 

아직 구 소련연방 지역이나 또는 폴란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반환 문제는 연방 차

원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도서관 직원들은 오래된 장서본에 대한 완전한 리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라진 책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Giersberg, 2008).

나. 통합 과정

1) 도서관의 역할

1661년 설립된 이후 도서관 장서와 소장은 목표 수서 및 모든 자료의 목록을 통해 현재와 

같이 체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서의 경우, 통일 이전에는 운터덴린덴 건물은 소련에서 수

집된 과학 기술 자료, 포츠담 건물에는 미국 및 서구에서 수집된 인문사회 자료가 위주였

다. 독일 통일 초반에는 양 도서관의 소통 부재로 중복 납본을 하였으나, 통합 후에는 주제

별 분관을 구축하여 운터데린덴 건물은 역사적인 특수 장서를 포츠담 도서관은 일반 연구 

지원 장서와 필사본,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관련 장서를 소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츠담 

도서관에는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통합 당시 선전 자료 위주로 매우 규모가 작았

으나, 현재는 주독일 북한대사관 직원을 통해 수집한다. 각각 2개 도서관의 기존 소장을 고

려하고, 최근에 검토된 주제중심 개념으로 새롭게 발전하였다. 운터덴린덴 도서관은 역사적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19-20세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문헌 수집에 집중하였다. 

역사적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전문 도서로 필사, 음악, 지도,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

가 여기에 수집된다. 또한, 최신 복원 워크샵 및 디지털센터도 가지고 있다. 포츠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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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적 문헌연구도서관으로 전시대에 걸친 일반 참고장서와 현대 및 최신 문헌을 비롯

해, 동유럽, 중유럽, 동아시아와 관련된 전문적 지역 장서를 소장한다.

2) 전산화

전산화과정에서 동베를린의 운터덴린덴 도서관은 소비에트연방의 규칙을 사용하였고, 주

제색인의 문제가 있었다. 목록 측면에서는 통일 이전에는 서로 다른 편목 체계와 목록 형식

이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양 도서관의 편목 규칙과 주제 색인 목록 방식을 통합하였다. 

3) 리모델링 

2002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터데린덴 구역에서는 중앙열람실과 희귀본 열람실, 

개가식 서가, 보안 서가 및 공공목적의 공간들이 새롭게 건축되고 있다. 아울러 구관 건물

을 총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포츠담 거리의 도서관 건물 또한 부분

적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인 측면 이외에도 통합과정과 관련하여 도서

관의 내용에 관한 일련의 결정사항들이 마련되어 운터데린덴에 소재한 도서관은 역사적 연

구도서관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도서관 서가에는 1945년까지의 발행시점을 기점으로 독자

적인 기존의 장서본들이 보관되고 차후 더욱 보완될 것이다. 2010년 완공된 열람실과 정보

센터에는 전근대에 속하는 모든 시기에 발행된 문학서적들이 배치되었다. 앞으로 본관 건

물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이곳에서는 필사본, 음악, 지도, 아동 및 청소년 

도서와 신문 등 각 주제에 따른 특별서가들이 마련될 것이다. 포츠담에 소재한 도서관은 현

대 관련 연구도서관으로 개발되었다. 도서관 서가에는 1946년부터의 발행시점을 기점으로 

현대적 장서본들이 갖춰지며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일반열람실에서는 현대문학부

터 동시대의 문학까지 소장되며, 그 밖에도 동유럽, 동아시아 및 동양권 등 지역별로 특화

된 특별서가들이 이곳에서 소장되어 있다.

4) 조직 통합  

베를린국립도서관은 운터덴린덴과 포츠담거리 2곳의 건물로 나누어 완전히 독립적인 조

직이었지만,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수행하여 관장 1명 아래 서베를린 체계를 기

반으로 동베를린 체계을 흡수하였다. 즉 두 개의 건물로 유지되지만 조직적으로 하나로 통

합되어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였다. 통합 후 지금까지 두 도서관 간의 실무자 회의가 빈

번하게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만나고, 업무 협의를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방문한다. 긴밀한 업무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3㎞ 이내의 거리에 있어 자전거 15분, 대중교

통 20분 소요로 되어 상호 의사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는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

히 도서관 보다 구동서독 사서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적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베

를린국립도서관의 조직도는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건물을 갖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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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직구조를 갖는다.

<그림 4> 베를린국립도서관 조직도

5) 인력

인력 측면에서는 통합 당시 운터데린덴 도서관의 근무 사서 중 40~50대 고령자가 많았으

며, 이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900명 사서가 근무

하며 운터데린덴 도서관에 300~350명, 포츠담 도서관에  550~600명 정도 근무하며, 건물 리

모델링 후 더 많은 인력을 운터데린덴 도서관에 보낼 예정이다.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현재

는 동일해 졌으나, 근무 지역에 따라 상여금이 달라 임금이 차이가 났다. 

다. 통합시 고려 사항

도서관 통합의 고려사항으로는 IT 표준화와 예산, 사서 자격 제도, 목록 데이터 통합, 장

서 정책, 임금의 문제를 꼽았다. IT 표준화와 예산에 있어서는 두 도서관 간의 시스템이 달

라 호환성이 떨어지므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서 자격 제도에 있어서는 동서독간 사서 자격 체계 및 요건, 교육체제가 달

라, 완벽하게 대응시켜 상이한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목록 데이터 

통합의 경우는 당시 카드 목록 기반으로 큰 어려움을 없었으나, 현재는 전자 목록이므로 남

북한의 경우, 도서관의 목록 통합은 동서독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장서 정책에 있어

서는 두 도서관의 수집 장서 성격이 다르므로 장서 정책 전반의 조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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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금은 도서관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외부적으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는 사서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베를린의 경우 같

은 도시에 있어 그나마 교류가 매우 용이했던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4.3.3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Zentral- und Landesbibliothek Berlin, ZLB)의 합병을 통해 베를

린에 여전히 나타나는 동서 분쟁, 도서관에서의 갈등의 요소, 분쟁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통합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 통일이전

1) 베를린시립도서관(Berliner Stadtbibliothek, BStB) 

1850년 8월 최초의 시민도서관 4개가 베를린에 개관하였다. 반세기 후 27개의 시티도서관

이 설립되었으며, 베를린시립도서관은 1901년 설립하여 1907년에 개관하였다(Lux, 2003). 베

를린시립도서관은 베를린지역의 중앙도서관으로 미테지역에 설립되었다(Lux, 2000, p.21). 

독일 사서들은 미국의 공공도서관체계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러한 열정이 현실이 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는 실질적 도서 구

입을 위한 재정의 부족으로 기증과 기부를 통해 학술도서관으로 확장되었다. 나치시대에는 

1934년 도서관 지도부가 파면되고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나치)을 통해 당원인 빌헬름 

슈스터가 관장으로 바뀌었다. 외국어로 된 작품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대인 

저자의 작품들은 지역도서관과 다르게 베를린시립도서관의 숨겨진 서고에 보관되었다.

전쟁동안 많은 역사적인 도서가 축적되고, 그중 어떤 것은 2차 대전 후에 환원되고, 다른 

나머지는 폴란드 로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또는 모스크바로 이관되었고 돌아오지 않거나 여

전히 분실된 상태였다. 소비에트 점령 지구에서 전쟁이 끝난 해에 먼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대인인 저자들의 숨겨진 저서들을 다시 찾아냈다. 1948년 말 베를린 시정부의 분단이 시

행되고 8-10명의 직원들이 전 관장 빌헬름 슈스터 파면과 함께 서베를린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후에 미국기념도서관의 중심이 되는 서베를린의 새로운 중앙도서관의 건

립에 함께 일하였다. 1949년까지 서베를린인이 동베를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책

을 빌릴 수는 없었다(Lu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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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기념도서관(Amerika-Gedenkbibliothek, AGB)

미국기념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1950년대 초 베를린시민을 위한 미국인의 선물이었다. 베

를린이 동서로 분할되면서 서베를린 시민은 동베를린에 있었던 베를린시립도서관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었다. 서베를린 지방정부당국은 도서관을 기증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고맙

게 받아들였고, 1951년 미국기념도서관이 서베를린에 설립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1961년 8

월에 설치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시민도 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 이후 두 개

의 도서관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상호 관련되었다. 이 도서관은 개관, 최신 도서관 

현장의 관점, 이용자중심의 자세, 제공 서비스의 확대에 있어 해당 지역과 그 이상의 지역

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1989년까지 두 도서관은 각각 120만권, 130만권으로 비슷한 장

서를 소장하였다. 장벽이 무너진 후 동베를린 시민은 미국기념도서관으로 건너와서 원하는 

최신 서방의 문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베를린시립도서관의 대출은 떨어지고 미

국기념도서관은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면서 대출이 증가하였다. 미국기념도서관의 높은 

이용자에 비해 베를린시립도서관의 이용은 급격히 낮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양쪽 직원 간에 

편견을 강화시켰다(Lux, 2000, pp.21-22). 특히, 미국기념도서관은 1970년대에 서독에서 개

가식 구조를 갖춘 진정한 공공도서관의 선구자로서 가치가 있었다.

3) 공통점

두 도서관은 정치적 분단으로 인해 각각 나눠진 길을 갔지만 이용자에 대한 안내, 제공의 

폭, 빠른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본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두 도서관은 지역적으로 

베를린-소장도서를 관리하고, 납본규정에 따라 서베를린 또는 동베를린 출판사의 도서출판

물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각 도시를 위한 학술도서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기념도서관은 자유대학 대학도서관(출판법에 따라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순수 학문적 도서

의 의무구입을 우선으로 하는), 시정부도서관(관공서 인쇄물과 베를린-도서목록 작업)과 이 

역할을 나누었다. 베를린시립도서관은 독일국립도서관과 훔볼트대학과의 합의하에 베를린-

소장도서를 구성하고 알맞은 도서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는 1950년대 이후로 베를린시립도

서관에 속해있는 오래된 의회도서관의 납본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베를린시립도서관은 다

양한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독 도서를 구하는데 노력하였다(Lux, 2011).

나. 통합 직전의 도서관 상황

1989년까지 미국기념도서관과 베를린시립도서관의 실적은 동일하였다. 각 도서관은 약 

150명의 직원이 있고, 해마다 120만건이 대출되었다. 장벽붕괴로 두 도서관의 이용이 완전

히 불균형적으로 변하였다. 장벽개방 후 수많은 동독인들이 행렬을 이루어 동독에서는 허

용되지 않은 책을 열람하기 위해, 도서관 대출증을 만들기 위해 미국기념도서관을 방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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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미국기념도서관으로 몰려왔는데 이는 이 도서관에서 실제적이고도 오래된 

서독도서를 자유롭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대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기념도서관

이 1990년 150만건 이상의 도서와 미디어를 대출하려고 수천 명 이용자의 긴 줄을 매일 상

대하는 동안 베를린시립도서관의 대출 수요는 적었다. 1993년에 미국기념도서관은 전자정

보처리시스템으로 바꾸었지만, 수요를 충당하지는 못했다. 서베를린의 높은 이용자수, 동베

를린의 매우 낮아진 이용률, 양쪽 동료들의 편견이 존재한 상태로 1995년 10월 두 기관의 

통합이 베를린시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각자 기관에 맞는 장점, 재정, 발전가능성이 보장

되는 도서관 발전 구상을 내놓았지만 강한 불신과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이 

수반되었다(Lux, 2011).

다. 통합과정의 문제점

동서 대립은 당연히 통합된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에서도 나타났다. 통일에 관한 초기 짧

은 희열은 이후 업무과정에서 분쟁, 오해, 문제로 변질되었다. 이는 ZLB와 같이 동, 서독 직

원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기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통일의 희열에서 환멸로, 다

시 비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해의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음을 인지

하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해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폭넓은 

이해가 나타나는데 동서독 간의 이해 단계를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 희열(열정)

장벽이 무너진 후 서로를 방문하는 상호간의 열정이 있었다. 동베를린 직원은 서독의 도

서시장, 출판사, 서독도서관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계는 개방적이고 신뢰에 바

탕을 두었고, 서독은 동독사서에게 책, 장비, 기타 돈을 기증하였다. 미국기념도서관과 베를

린시립도서관간에 긴밀한 관계와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독이 중심이 되었고, 서독의 지원이 

있었다. 하나의 건물 내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고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초기 계획

이 작성되었으며, 고위직의 퇴임에 따라 양쪽기관에 새로운 지도급이 필요하게 되었다(Lux, 

2000, p.22; Lux 2011). 

2) 환멸과 불신

상호간에 환멸이 도시 전역에 발생하였는데, 통일 후 얼마 되지 않아 상호간의 낯설음이 

팽배해졌고, 언어 및 태도에서도 동서의 차이가 극명해서, 비슷한 개념이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았다. 통합된 베를린 주에서 동서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기업은 대부분 서쪽에 

있었지만, 특히 서베를린의 시민은 자유 시장을 비난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지하였지만 동

독인을 거부하였다. 기업은 동독인이 직업적 안정을 보장했던 이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기를 원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하였고, 근로자층에서는 동독인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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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돈을 추구한다면서 서독인 보다 더 자질이 낮다고 비난하였다. 동독

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할 기회가 없었다. 동베를린 시민은 서독인의 거만함

을 참을 수 없었다. 급여의 상황은 차이와 편견을 악화시켰는데, 무엇보다 서베를린 시민에

게 소득보조금이 삭감되었다. 업무시간이 길어지고, 휴일이나 크리스마스 보상이 없어진 것

에 대한 보완책으로 동베를린 시민의 급여가 서베를린시민과 맞먹었다. 이 시점에서 2개 도

서관을 하나의 재단으로 합병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각 도서관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특성

을 방어하고, 다른 쪽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Lux, 2000, p.22; Lux, 2011). 

3) 상호비난

두 도서관간에 상호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서쪽에서 논쟁에 사용했던 솔

직하고 높은 비난과 공격적 어조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했던 동독 출신

의 사서가 수용하지 못하였다. 한 기관으로 통합은 경영구조상 여러 계층에서 중복이 있으

며, 이 경우 결정적인 조취가 취해져야 했다. 서쪽의 직원은 동쪽의 직원보다 선호되었다. 

통합 기관의 상관으로 주로 서독 출신 간부가 선발되고, 이러한 변화와 결정은 다른 편의 

권력 장악으로 해석되었다. 각 도서관의 고유의 위치가 굳어져서 베를린시립도서관은 높은 

가치의 학술장서에 집중하였고, 미국기념도서관은 증가하는 대출 횟수로 추가재정을 확보

하는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베를린도서관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추가 교육

은 동독의 사서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Lux, 2000, p.22; Lux, 2011). 

4) 이해의 첫 단계

오해를 인지하는 이해의 첫 단계는 의사소통에서 시작한다. 직원과 경영자는 오해의 환

경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동료 간에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서로 설명하는 워크샵

이 개최되었다. 참석률은 저조했지만 이러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오랜 시

간이 지난 후 상호 간에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1997년 초 도서관 조직 내 문제는 오

해와 편견으로 도서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동쪽에서는 미국기념도서관이 학문적

인 도서를 수집하거나 소장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했고, 서쪽에서는 베를린시립도서관은 

개가식 진열을 모르고 사용자보다 도서의 보호를 먼저 강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사

실상 동쪽에서도 개가식을 위한 오랜 기간에 걸친 시도가 있었고, 베를린 동쪽지역의 다른 

큰 도서관과 비교해서 베를린시립도서관은 이용자의 도서 접근이 매우 오랫동안 제공되었

다는 사실을 상호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의 교류는 상황을 천천히 변화

시켰다(Lux, 2000, pp.22-23; Lu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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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의 두 번째 단계

서로 다른 게임규칙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두 번째 단계는 변화과정을 위한 매우 중요

한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퇴보, 분열, 갈등이 계속 나타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ZLB 내에서 의도적인 조직 개편, 전문 분야 통합 등의 변화를 시도함으로 

안정적인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Lux, 2000, p.23; Lux 2011). 

라. 통합 구상

1995년 두 도서관이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납본기관, 베를린

관련 자료 수집, 고전적의 색인, 베를린 서지의 생산 등의 주립도서관 기능이 재단에 합병

되었고, 베를린 시민에게 학술 및 대중적 목적의 최고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두 도서관은 

두 개의 건물에 각각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장서를 소장하였다(Lux, 2003). 베를린

시립도서관에는 정보서비스, 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기술, 의학, 경제학, 언론센터, 베를린

연구센터, 역사자료를 갖추었고, 미국기념도서관에는 어린이, 청소년, 음악, 미술, 연극, 매

체, 정보학, 역사 및 사회과학, 문학 자료를 비치하였다. 

미국기념도서관과 베를린시립도서관의 통합 구상은 양쪽 도서관의 논의와 숙고에 근거하

고, 다른 도서관들과 전통적인 주변 환경을 고려하였다. 장기적으로 두 도서관 중 하나는 

폐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구상의 토대는 주제 분야의 연합과 집중이었고, 미국기

념도서관에서는 인문학 영역, 베를린시립도서관에서는 자연과학과 특수 장서에 집중하였

다. 두 도서관 사이 이용자수와 관련하여 완벽하게 같아 질 수 없음을 인식하였고, 베를린

시립도서관의 이용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용자에게 기초, 중급 수준, 고급 수준으

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것과 학문적인 자료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중요

하였다. 1997년 이후로 10년간 대출회수가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구상이 ZLB를 성

공으로 이끈 중요한 본질적 이유로 볼 수 있었다(Lux, 2011).

결과적으로 각각의 장서 통합을 위해 30만권 이상의 장서가 이전하고 새롭게 통합된 분

류체계가 제공되었다. 50여명의 직원이 업무 장소를 변경하여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이

동하였다. ZLB의 구조개편으로 두 개의 건물에 두 개의 주제를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어 

예산 감소에 대처할 수 있었으며, 직원 인건비는 59%에서 53.5%로 감소하였고, 수서 예산

은 유지할 수 있었다(Lux, 2003). 

마. 분쟁 해결 조치

서로 다른 환경과 발전을 이뤄온 두 도서관을 통합시키기 위해 1997년 이후 동서의 분쟁

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과 관련된 특별 조치가 다음과 같이 도입되었다. 첫째, 외부로부터

의 지도부를 결성하였다. 문화업무를 위한 베를린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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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영을 위해서 외부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설립을 생각하며 동․서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각각의 대표자를 임명하였다. 둘째, 조

직의 리더가 중립성과 양쪽을 대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중립을 지켰더

라도 어느 한쪽을 지지했다는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어서 항상 균형이 필요하였다. 셋째, 장

기적인 공동 목표를 세워 모든 직원이 새롭고 공유된 방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

째, 동서의 직원 구성을 혼합하여 부서를 합병하였으며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

원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다섯째, 같이 일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해야 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명확한 비난도 없이 문제가 된다는 것과 서쪽 사서는 의견 충돌로, 동쪽 

사서는 분열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여섯째, 명확한 결정과 합의에 이르

는 게 어려웠고 긴장감이 있었으나 양쪽의 측면을 통합한 보편적 합의가 있어야 했다. 일곱

째, 정보 소통 문화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토론 문화가 도입되었고,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곳

으로 정보서비스를 전달해야 했다. 여덟째, 서로 예의 있게 대하며 상처 주는 논쟁 대신 친

절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식의 발전이 필요하였다. 아홉째, 논쟁을 하면서 불일치를 

대하는 다양한 방식은 새로운 타협을 가져왔다. 열째,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오랫

동안 세부적인 문제까지 고위층에 전달해야 했다. 열한 번째, 만장일치는 이루어지지도, 필

요하지도 않아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반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Lux, 2000, pp.23-24). 

동서 갈등의 계속되는 문제는 계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지도력의 

중심 과제가 되었으며, 일관된 직원의 혼합은 장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동서간의 편견을 변

화시킬 수 있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전체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부결정 역시 오랫동

안 가장 윗선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 활성화되고 모두를 납

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 결국엔 실무 담당자에게 결정권이 옮겨져야 했다.

책임과 결정은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실행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었다. 장점은 구체적인 

전문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고, 단점은 다른 영역을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논의와 상담을 통해 고려되고 조정될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사회화로 이루어진 동, 서 

직원들 사이의 과정에서 도서관을 위한 결정들이 일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도

부 차원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었고, 결정을 책임지고 바꾸는데 근본적인 준비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도

서관의 추진력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서로간의 관용이야말로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Lu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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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4.4.1 통일이전의 활동

교류 및 협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색되었다. 통일독일에서는 통일 전부터 상호간에 방

송채널을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채널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과정이 자연

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조사에서처럼 초기부터 사서들끼리 국제학술행사나 

국제전시회 등의 참가를 통해 동서독 사서들 간에 개인적인 접촉을 늘리는 것이 협력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친분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공식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협력의 내용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도

서전시와 서지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상

호간에 도서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동독도서관협회, 서독도서관협회의 대표자가 모

여 도서관간 협의서를 작성하고 도서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된 내용은 동독도

서관의 상황분석으로 동독도서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 문

제의 인식은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마련을 모색하게 하였다. 

4.4.2 통일과정의 활동

가. 도서관 전체적인 측면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통합을 위한 도서관 기구를 마련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양쪽 도서관협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연구그룹을 마련하고 결정안을 마련

하였다. 그 안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 제도

적 장치, 장서개발, 예산, 표준 및 기준, 도서관 건축, 임금구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다.

합의에 도달한 후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분야는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최종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였다. 가장 어려운 분야는 공공도서관, 도서관인사교육훈련, 장서개발, 

도서관협력, 정보서비스, 법적 행정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서독은 연방체제

이면서 모든 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연방, 또는 그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

록 하였으나 동독은 중앙 집중적 체제로 상당히 많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통일과정

에서 서독 체제가 받아들여졌고, 결국 동독내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폐관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금, 사서직의 매칭 문제 등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었다. 따라

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나. 국립도서관의 통합 측면 

조직 통합의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이며, 이 업무프로세스는 전산화와 밀접히 연계된

다. 전산화된 도서관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보 조직과 국가서지의 생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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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록 체계 통합, 이에 따른 IT 시스템 구축 및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둘째, 

수집하는 장서의 주제나 시대를 중심으로 장서수집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서지를 각각 편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발간하였다. 셋째, 도서관 조직 통합은 도서관의 특

성과 환경에 따라 동일 부서를 양쪽에 모두 설치하는 병렬 구조와 업무에 따라 부서를 한곳

에만 두는 단일 구조로 설정될 수 있으나, 조직 구조와 관계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업무 과정과 절차는 단일화시켰다. 넷째, 인력 측면에서 통합 초반 동독 

사서들이 연령과 담당 직무의 유형에 따라 많이 해고되었으며, 이후에는 통합 조직의 측면

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인력 감축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섯째, 급여는 독일의 정

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급여 체계가 적용된 것이

며,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도서관 제도의 측

면에서 국립도서관의 관할 정부 부처를 설정하고, 중복 납본이 되지 않도록 납본법을 비롯

한 도서관법을 재정비하였다. 일곱째, 독일의 도서관 통합은 대부분 서독 체재 위주로 통합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독 사서들이 많은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이질성

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통합은 매우 어려워서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사서들 사이 갈등으로 

남아있고 이는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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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대응 전략

1990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남북 상호 교류와 

촉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3년부터는 남북 문화분야 교

류의 중점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남북 문

화예술 분야 교류는 1972년 7.4 공동 성명 이후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

단 교환방문’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공연행사, 영화, 전시, 문학 및 출판 분야의 과거 교류 

사업이 지속·확대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 사업들은 2000년 전까지는 일회성, 행사

성 사업에 치중되었고, 2000년 이후 장기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문화예술 교류협

력 분야에서 도서관 관련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와 방향 논의 과정에서 사회

문화 분야는 ‘문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는 바, 문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도서관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문화협정 안에 도서관계교류와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냉전 구조를 해체하며 남

북 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제2차 남북

관계발전기본계획 의 중점과제와 시범과제를 바탕으로 분야별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가능

한 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통일준비과정의 도서관계 협력에

서부터 향후 통합을 실현할 때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남한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남북 도서관계 

협력 및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문화적, 교육적 통

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5.1 기본 방향

본 연구는 북한 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남북 도서관 현황 비교 분석, 통

일을 경험한 독일 도서관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을 토대로 통일 대비 남북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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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 도서관계 통합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전제로 남북 관계의 변화와 통일

이 진행되는 방식을 반영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북통합과 관련된 평화통일 시나리오에는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이 있는데, 합의형 

통일은 남북 간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고 사회·문화·경제 부문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화해·

협력단계’와 남북이 연합하여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과도기적 통일체제로 ‘남북연합

단계’, 남북이 1민족 1국가 1체계 1정부로 완전히 통합된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된다. 합의

형 통일을 가정한다면, 남북 도서관계는 통일 이전부터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통

일 이후 도서관계가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흡수형 통일은 

북한 체제 붕괴로 인해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일국가가 되

는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사전 준비가 없다면 통합의 충격과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흡수형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도서관계의 급격한 통합으로 인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통합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합의형 및 흡수형 통일에 모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의 남북 도서관 ‘협력 

단계’와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합친 통일 이후의 ‘통합 단계’로 구분하여, 민족 동

질성 회복과 북한의 실용경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체제 관

련 분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단계별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제반 

환경으로써 도서관 분야 제도 및 정책 부문의 정비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둘째, 협력 단계의 추진 방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남북 도서관계의 교류와 협력에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단기 전략은 다시 1차와 2차로 하위 구분하여 1차는 남한

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해외 도서관과 협력을 통해 수행 가능한 과제, 2차는 남북 문

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 공동 추진 과제를, 중장기 전략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

제로 제안하였다.  

셋째, 통합 단계의 추진 방향은 남북한 국가도서관 통합에 따른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병렬조직을 유지한 상태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구조 및 인력, 장서개발, 국가서지 표준화, 전산

화, 정보서비스, 건축 및 리모델링, 내적통합의 측면에서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및 정책의 정비 방향은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도서관계가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 갈등과 격차

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도서관 정책을 제시하였다. 통일 이후 ‘통합 단계’에서는 

남북 도서관계 통합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 남북 도서관 제도 및 체제

의 통합 방안과 이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도서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정비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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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력 단계

5.2.1 대응 전략

통일 이전 협력 단계에서 남북한 도서관 협력과 통일 대비를 위한 방안의 기본 목표는 첫

째, 남북한 도서관계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 도서관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도서관계의 교류·협력을 양적·질적으로 발

전시켜 실질적인 통합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남북도서관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추진 사업, 전체 5개 부문의 13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협력 단계의 추진 전략은 2015년 도서관 부문이 명시된 남북한 문화협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단기(2015~2018) 전략은 크게 둘로 나누어 1차

(2015~2016)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나 해외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2차(2017~2018)는 남북한 문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기 4년(2015~2018)간 추진해야 할 과제는 1차와 2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제안하였다. 중장기(2019~) 전략은 남북이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는 남북한 도서관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도출하였다. 

가.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1) 남한 내 북한 자료 종합목록 구축(2015~2016)

남북한 도서관계의 교류와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장서를 수집·보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장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도서관 및 장서에 대한 접

근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장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 도서관에 비

치된 장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한에 있는 북한의 출판물

들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 북한 장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있는 북한의 출판물들을 중심으로 북한 장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교류협력단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남한 내 북한 자료 현황을 조사하고 목

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남한 내 북한 자료는 22개 부처 173개 기관에 산재해 있고, 주로 북한 관련 연구

기관 및 대학도서관, 국책연구기관, 북한 관련 출판업체 및 연구소 등에 비치되어 있었다

(송승섭, 2010, p.74).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을 비롯하여 국책연구기관

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관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재단 등이 있다. 그러나 관

련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목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관리되지는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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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통일부의 경우, 산하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부터 매년 특수 자료 보유현황과 활용실

적으로 보고받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국한되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내 북한 자료 목록과 관련한 조사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바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족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회도서관, 국토통일원, 법제처,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등 국내 북한 자료 취급 기관에서 통일 및 북

한 관련 국내외 단행본, 정기간행물, 기사, 학위논문, 연구논문의 소장 목록을 인쇄본으로 

자체 발간하였다. 그리고 북한자료교류협의회(전신 북방정보자료교류협의회)와 통일원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 자료 보유기관, 분야별 북한 자료를 조사하여 북한자료목록을 

매해 1권씩 총 7권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 관련 자료 목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목록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

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자료 소장 기관 및 도서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북한 자료의 종합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외 북한 자료 종합 목록 구축(2017~2018)

북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있어 해외에 유출된 북한 자료 목록도 주요 대상이 된

다. 북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의 현

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시기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남아 있던 한반도 역

사와 관련한 자료를 비롯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 전쟁 당시와 전후복구의 과정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북한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도서나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대학과 협정을 맺으며 북한의 자료를 제공

하기도 한다. 단적으로 연변대학교의 경우,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를 주기적으로 제

공받기로 하였고, 연변 자치주 내의 자치주 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수집 차원에서나 북한 장서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북한 자료 보존 차원

에서 해외에서 유통, 보유되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목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북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남한 내 북한 및 통일 연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 당시 유출된 북한의 도서 및 관련 자료들은 통일한국의 역

사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외국 국립도서관 및 한국학도서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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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자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2018)

통일 이후 남북의 분야별로 상이한 제도와 정책은 통일 이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통합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 단계에서 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통일 초기에 신속한 통합이 가능하며, 시행착오와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역시 도서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이 갖는 역

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문화통합의 차원에서 도서관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

는 것이다. 여기서 도서관 분야 제도란 법령, 사서 자격 제도, 운영 체제, 관종별 현황에 관

한 사항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서관 분야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도서관 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통계, 법령, 각종 표준 및 지침, 인력 제도, 교

육 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통일 직후 제도 통합에 필

요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북한 자료 종합목록과 연계하여 해

당 내용까지 모두 검색 가능한 북한자료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도

서관 제도와 기본 현황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 법제처와

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북한 발행 신문기사와 잡지를 최대한 입수하여 북한 도서관계 

동향 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북한도서관 백서를 발간하

여 남한 도서관계의 북한 도서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 도서관계와 협력을 위한 과

제를 도출하여 협력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1)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2015~)

도서관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전담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

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경우, 일반적인 외교나 다른 국가와의 교류협력과는 다른 특성

을 띤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일반적인 교류 협력과는 다른 양상을 띨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특성이 교류·협력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북한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향후 통일한국에서 도서관계

의 교류와 협력,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북한 및 남북관계, 통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의 인력들에 대한 북한 

및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 및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남한 사서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이후 

통합된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을 사서들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북한 및 통일 교육 프

로그램을 기획·운영하거나, 향후 설립 예정인 ‘국립사서교육원’(가칭)의 교육프로그램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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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통일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북한 문화와 도서관

에 대한 특성, 통일 후 도서관계 통합 시나리오, 사서 대상 통일 대비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2015~)

복합문화교육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통일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

기 위해 대국민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

으로 도서관이 통일문화기반 조성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으로 하는 통일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것인데, 북한 도

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거나 통일 관련 강좌, 글짓기, 독후감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우

선 국립중앙도서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면, 그 성과를 다른 도서관이 함께 

나누면서 남한 내 매우 긍정적인 통일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 

중 한 축이 어린이와 학생들이라고 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은 통

일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통일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

일 도서관 프로그램은 향후 남한 도서관계가 북한의 도서관계와 교류·협력을 진행함에 있

어 국민적 지지 기반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온 미래’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서비스

를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70여년

에 가까운 분단 상황뿐만 아니라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

화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 문화적인 문제로 어려움

을 경험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이후 경제통합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통합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통일된 지 25년

이 지난 현재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문화통합을 준비

하는 차원에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에게 필요한 문화 서비스를 도서관이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남한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고, 향후 통일 이후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발

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1)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남북한 도서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한 도서관계의 인적교류가 중요

하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도서관계 교류가 없는 실정에서 직접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과 그동안의 남북도서관계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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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고려하면 남북도서관계의 상호방문이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

에 신뢰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추진하는 도서박람회에 남한이 참여한다거나 북한이 참여하는 도서관

계 회의나 대회에 남한 도서관계가 참여하여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평양에 국제도서박람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에게 인민대학습당을 개방·홍보하고 있

고, 박람회를 통해 외국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북한의 주요 도서관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남한의 도서를 소개, 지원하는 것은 

남북한 도서관계 협력의 물꼬를 트는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세계적인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도서관계 회의나 대회에 

북한 도서관계를 초청할 수 있도록 남한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의사를 타진하는 통로로서 국제적 회의나 대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남북도서관계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에 앞서 남북 도서관계가 만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이후 교류협력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한 도서관의 상

호방문,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 정기적이며 지

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기반을 상호교류를 통해 마련해야한다. 

2)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남북한 도서관계가 본격적인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동안 축적한 사업의 

경험이 미비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3국을 통한 교류협

력도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협력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 도서관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변지역을 비롯한 중국의 대학 도서관 및 국립

도서관이나 독일 등과 같이 북한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도서관과 협

력을 통해 북한 도서관과의 접촉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3국을 통한 

교류협력의 추진은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한 도서관계가 교류협력 경험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나 오해

의 소지들을 제3국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중국의 경우, 

중재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중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화 채널을 도서관계 교류협력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은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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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2015~2016)

남북한 도서관계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제도

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2015년 내에 문화협정이 체결 되면, 바로 국

가도서관 간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실무 수준의 협정(MOU)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

권 수립 초기부터 대외관계의 중요한 매개로 상대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규정화할 수 있는 

문화협정을 외교의 주요수단으로 삼았고, 문화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

함에 따라 협정을 맺은 후 협정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한다(모순영, 전영선, 

2013, pp. 220-221). 그러므로 도서관계 교류협력의 실질적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

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때, 북한을 규제할 수 있는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협정 이후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사이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협정 내용에는 국가도서관 

상호 방문, 전시회 및 학술대회 공동 추진 및 참석, 서지 및 표준화 규칙 교환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북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 추진(2017~)

북한 도서관에 대한 도서 및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

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들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도 1976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에서 사서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사서들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서들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주요 도서

관에 배치되고, 각 지역의 도서관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문 사서들이 배치

되어 있다. 지방의 소규모 도서관에는 통신대학 출신의 비전문 사서들이 배치됨에 따라 전

문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김용범 외, 1999, pp.159-160). 이는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는데, 사서1은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으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사서2

는 고등중학교만 졸업하였다. 이용자2에 따르면 이용해 본 지역 도서관에는 지역의 당이나 

행정 관료의 부인들이 주로 사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북한은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전문 사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을 개발시키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사서에 대한 교육은 사서 업무 일반 교육에서부터 전문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도서관계 차이도 한 이유이기는 하

나, 낙후된 북한 도서관 시스템을 고려하였을 때 사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미비하고 기

본적인 사서의 전문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서지레코드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화 규칙 교육, 도서관 디지털화사업에 따른 사서 교육 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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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서관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사서들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실

시되어야할 것이다. 북한 사서에 대한 교육은 직접 남한에서 북한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하기 보다는 북한에서 가까운 해외 지역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해외 교육 사업에 북한 사서

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외 도서관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사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최근 해외의 한 NGO가 북한의 

상업 활동 종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

고, 교육 이수자들을 해외 연수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처럼 남한이 직접 교육을 실시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3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북한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1)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2015~)

최근까지 북한의 도서관에는 오래된 도서가 많고, 최신 자료나 다양한 도서가 부족한 현

실이다.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은 북한 주민 생활 전반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수준의 질을 저하시켰다.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주민

들의 학습 및 문화 수준이 현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도서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문

화적, 교육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향후 협력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

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의식 변

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부세계, 특히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북한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차원에서 북한 도서

관에 남한 도서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 이후 도서관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지역의 장서 균형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북한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도서 지원 사업은 남북한 도서관계 협력의 필요성을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북한이 도서관계 협력을 기대하게 만들어야한다. 최근 북한이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과학기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어와 컴퓨터, 과학기술 

분야의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도서 지원을 위

한 도서의 확보는 출판사와의 협력, 전 국민 대상 도서 지원 모금이나 지원 도서를 수집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2017~)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은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기술적, 현실적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자체가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도서관계의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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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한양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 간에 남북도서관 교류

협력 사업이 진행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남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구축한 서지정보와 원문정

보를 남한이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송승섭, 2007, p.398). 해당 사업은 남북한 도서

관 사이의 주요한 교류협력 사례이므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도서관계 협력 사

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2007년에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화사업 자체

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었기 때문이므로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은 남북한 도서관계의 

중요한 협력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 도서관의 첨단 기술을 북한에 옮겨준다는 점에

서 단기적인 부담은 있으나 북한 도서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도서관통합 과정에서 디

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북한 도서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은 필요하다. 

마.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1) 북한 소장 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2017~)

한반도 역사에서 북한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 고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다. 

분단 이후 과거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문화재와 자료가 북한에 소재하게 되었고, 관

련 자료에 대한 남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

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자료를 복원·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전쟁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 자료가 소실되었고, 낙후한 자료보존 기술과 

도서관 시스템으로 인해 자료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주민들이 외부로 주요 문화재와 자료들을 유출시키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와 자료들을 복원·보존하는 사업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 도서관계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한 후 관련 자료의 보존·공유 사업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소재 귀중문헌은 현재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복원과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급 고전

적(古典籍) 소재파악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고전적 자료의 디지

털 사업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고구려·발해 등 북방사와 고려사와 같은 역사 자료뿐만 아

니라 근현대 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도

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이 협력하여 관련 자료 구축을 위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보존복

원 관련 분야의 남북 전문가들 간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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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2017~)

남북한 도서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도서관의 지원은 단순한 도서 지원을 넘어 도서관의 체

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도서관의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는 한편, 남한의 도서관 체계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 이후 도서관 통합을 

가져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예는 각 도서관의 목록이나 도

서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지정보에 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서지표준화를 

위한 교류를 실시하고, 북한 공공도서관에 표준관리시스템(KOLAS)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도서관계의 인적교류와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관계의 실질적

인 업무교류를 실시하고, 각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 교

류와 함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기술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

가자료의 종합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남북한 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서지용 MARC와 북한 서지레코드 호환을 위

한 규칙 개발과 같은 남북한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2.2 제도 및 정책

통일 이전 협력 단계에서 도서관 제도와 정책의 기본 목표는 첫째, 남북 도서관계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며, 둘째 통합 초기에 이루어질 도서관 분야의 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 

체결’,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운영’,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

한 도서관정보정책 명문화’, 총 3개 부문으로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그림 5> 참조).

통일 전 남북 도서관계 
협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 체결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운영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명문화

<그림 5> 남북 도서관계 협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부문 추진 과제

가.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 체결(2015~2017)

남북 도서관계의 교류 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남한 ‘남

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공동 추진한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이후 전무

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2007년 남북관계가 급작스럽게 경색되면서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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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처럼 도서관 분야 협력도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남북 간 도서관계의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남북 문화교류협정(가칭)’을 체결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협정서에 도서관 분야의 협력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계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문화협정의 기원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중 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문의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2001년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책 과제 남북문화협정 및 그 후속과제에 

관한 연구 에서도 도서관 분야의 협력을 문화예술 부문의 일환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1986년 체결된 ‘동서독 문화협정’에서도 도서관 부문의 교류와 협력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

고,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도서관 간의 서지 교환과 전시회 공동 개최 등이 가능하였

다(이우영 외, 2001, p.10).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동서독 문화협정과  ‘도서관분야교류․협력에관한남북합의서(안)’

을 참고하여, 상호대차의 확대, 인쇄형 및 전자형 참고서지와 정보자료 교환, 비상업적 전시

회 개최, 정보자료교환 및 국제회의에서의 인적교류, 도서관 전산화 관련 시스템 및 표준에 

대한 교류, 국가도서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부문 등 향후 남북 문화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도서관 분야의 협력 내용을 <표 13>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O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은 다음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범위 내에서 한글로 이루어진 문헌목록 작성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협력 확대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

1. 상호대차의 확대

2. 인쇄형 및 전자형의 참고서지와 그 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 개최

4. 정보자료교환

5. 국제 전문회의에 상호 참여 및 인적 교류

6. 도서관 전산화 관련 시스템 및 표준에 대한 교류

7. 국가도서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표 13>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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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운영(2015~)

최근까지 남북 도서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7년에 중단된 전자도서관 

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 분야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대북 사업의 창구는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남

북 문화교류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2013년도에 수

행된 ‘남북기본합의서’ 문화분야 후속의제 개발 및 단계별 협력방안 연구 에서 문화분야의 

민관 협력 연대 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나 기관으로 설치하여 남북 문화 교류 사

업을 총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오양열, 2013, pp.17-18). 

그러므로 우리 도서관계도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인 ‘남북도서관협력센터’

(가칭)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내에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급 이상의 

인사, 학계 전문가,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도서관 분

야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협의체 구성 시 도서관 협력 창구

로는 남북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으로 지정하여 각 도서관 실

무자가 파견되어 협력 업무를 보조·지원하도록 한다. 

‘남북도서관협력센터’는 남한의 국가정보원,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통일추진위원회 등 

남북 문화교류 관련 정부 기관을 비롯한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가칭), 한국도서관협회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와 연대해야 한다. 특히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는 문화협정 체결

의 전 단계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의 문화교류채널로서 문화교류 및 협력을 주관․협의, 합

의문건 작성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남북 도서관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2004년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대남사업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을 협력 대상 기관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화협은 조선노동당 통일

전선부 관할 기관으로, 남한의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들과의 교류를 담당하며, 도서관 분

야에서는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일

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남북 도서관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수립, 교류 사업 계획 및 총

괄, 전문 인력 관리, 북한 도서관계 동향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민관 협력 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금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책 세미나와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 도서관계 협력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통일 대

비 도서관 정책과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도 발굴한다.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도서관 

분야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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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명문화(2015~)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14년에 수립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에는 남북 도서관의 협력과 통합에 관한 계획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은 미래 한반도 도서관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핵심적인 계획

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도서관계 협력의 목표와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공표해

야 한다. 수립 방식은 남북 도서관 협력을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현재 2차 종합계

획에서 제시한 7개 부문의 정책 과제 중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국가

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체계 구축’에 남북 도서관 

협력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에서는 탈북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탈북자 지원 시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

록 리터러시 및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지식 

정보에 대한 수집과 보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자료 수집과 목록 작성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정책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체계 구축’에서는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도서

관협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남북 도서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제3차 도서관발

전종합계획에서 남북 도서관계가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종별로 실질적인 협력 내

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므로, 조항 내에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 도서관 분야의 교

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연도별로 제시

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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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단기
중장기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남
한 
내 
협
력 
기
반 
조
성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국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 ■ ■

국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 ■ ■

북한자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 ■ ■ ■ ■ ■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

■ ■ ■ ■ ■

남
북
한 
신
뢰 
구
축 
및  
협
력 
추
진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

■ ■ ■ ■ ■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

■ ■ ■ ■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

■ ■

북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 추진 ■ ■ ■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 ■ ■ ■ ■ ■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 ■ ■ ■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북한 소장 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

■ ■ ■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 ■ ■ ■

제
도 
및 
정
책 
정
비

남북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 체결 ■ ■ ■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운영

■ ■ ■ ■ ■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명문화 ■ ■ ■ ■ ■

<표 14> 통일 이전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협력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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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합 단계

5.3.1 대응 전략

통일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 한반도 도서관계의 통합을 선도하고 국가도서관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 장서 개발, 국가서지 표준화, 전산화, 정보서비

스, 건축 및 리모델링, 내적 통합 총 7개 부문 26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 후, 남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 인민대학습당이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가칭)’으로 통합된다는 가

정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서울본관(가칭)’, 인민대학습당은 ‘평양

분관(가칭)’으로 명명하였다. 

가. 조직 및 인력

1)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1차년도~) 

통일 후 남북 국가도서관이 통한된 국립도서관 명칭으로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가칭)’을 

정하고, 남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 인민대학습당의 관장, 부서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중

심으로 TF팀 구성하여 조직 및 업무 통합 준비를 실시한다. 국가도서관 핵심 업무를 중심

으로 조직 및 업무 통합 방안 수립,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를 변경한다. 미래 한반도국립중

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부서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1~3차년도)

일반적인 조직 통합 방식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독일국립도서관의 경우처럼 각

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부서를 그대로 두고 공통된 조직만을 통합하는 방안과 지역적으

로 상당히 가까운 베를린국립도서관의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

안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은 남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국립도서관으로 자료 수집, 정리, 보존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병렬조직체제로 개편하고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장 아래 서울본관과 평양분관에 부관장

을 두어 업무에 자치성을 부여한다. 병렬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두 개의 지역에서 각각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총괄적인 국립도서관으로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2개 지역에서 국립도서관의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국립중

앙도서관은 정보기술 및 데이터 처리의 경험이 많고, 디지털도서관 구축기반 노하우를 가

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데이터 교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도서관 구축,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평양분관은 자료보존 기능을 강화하여 보

존서고와 자료보호(산성화 방지, 보호,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북한의 곳곳에 흩어진 고전적 및 고문서를 평양분관에서 수집하여 보관한다. 이외에도 사

회주의사상 특수컬렉션 수집을 주로 담당한다. 따라서 자료수집, 국가서지, 자료운영, 연속

간행물로 공통으로 두고, 서울본관에는 디지털도서관구축과 자료보존복원센터를 특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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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한다. 총무, 전산화/IT, 사서교육문화, 국제교류홍보, 도서관연구소는 공통부서로 하

나의 통합된 부서로 서울본관에 설치한다. 

3) 인력 재배치(1~3차년도)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공무원신분으로 공무원정년제도를 준용하고, 임금

은 국가적인 임금 결정에 따른다. 남북한 사서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훈련과

정, 사서직 경력을 중심으로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과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효율적으로 재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평양분관의 사서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 

서 재교육을 통해 적절한 인력 배치를 실행한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양분관 사서

를 대상으로 서지데이터 구축, 디지털도서관구축, IT 기술, 최신정보검색 기법에 대해 재교

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장서개발

1)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1~2차년도)

서울본관과 평양분관은 남북한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

집대상 자료는 개화기 이전의 고서적뿐만 아니라 개화기 이후 출판물, 남북한 출판사가 출

판한 자료, 이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어로 출판한 자료, 우리나라 및 우리나

라 사람에 관해 외국에서 출판한 자료, 한글과 조선말로 출판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남북 국가도서관 선정도서리스트 및 서평자료 발간(2차년도)

평양분관의 편중된 장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장서개발이 필요하고, 서울본관에

서도 북한 장서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정도서 리스트 및 남한 및 북한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평자료를 발간하여 각 국가도서관에서 필수 장서, 양서자료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서 구성을 통해 북한 주민은 남한의 문화, 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

고, 남한 주민은 북한에 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3)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관련 장서 이관(2~3차년도)

북한에서 그동안 수집된 주체사상, 사상 선전 자료와 같은 자료는 연구 및 보존을 위해 

특수 자료로 분류하여 정해진 장소로 이관 후 별치 보관한다.

4) 고전적 및 아카이브 수집(2~3차년도) 

고전 자료 수집 역할을 분담하여 평양분관은 발해, 고구려, 고려시대 중심의 자료를, 서

울본관은 백제, 신라, 조선시대 중심의 고전 자료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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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양분관의 장서 확충 사업 추진(2~5차년도) 

북한 쪽 도서관의 장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장서개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통일 초기에는 장서개발 기금을 제공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

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내 도서관이나 출판사, 개인의 기증을 통해 자료를 입

수하도록 하고, 서울본관이 복본을 소장한 경우 이를 이관하도록 한다. 

6) 국내외 출판 자료의 수집 역할 분담 및 상호 교환(1차년도~)

남북한 출판물에 대한 포괄적 수집을 위해 서울본관과 평양분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서

한다. 납본을 담당하는 각 지역의 두 개 국립도서관이 해당 출판지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중

심으로 4부 수집하고, 이 중 2부를 상호 교환하여 보존한다. 

다. 국가서지 표준화 

1) 한반도 국가서지 작성(1차년도~)

수집된 출판물에 대한 국가서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도서관에서 해당하는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이를 통합하여 인쇄본이나 CD-ROM, 전자 형태로 출판하도록 하며, 국가

서지 작성의 주된 기능은 서울본관의 ‘국가서지과’가 서지통정 기능의 총괄 역할 담당한다.

2)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1~2차년도)

남북한 국가서지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표준화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

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분류표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는 사회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

체사상, 로동당에 관한 저술 등을 상위에 배치하고,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하여 과학을 인문

학 보다 선치시키는 사회주의 문헌분류표이므로 남한의 한국십진분류표와는 그 체제가 매

우 상이하다. 따라서 양쪽 분류표의 분류 항목을 비교하여 한국십진분류표에 항목 추가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북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균형 잡힌 문헌분류표가 될 수 있

도록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을 개발해야 한다.

3)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1~2차년도)

북한의 목록기술규칙과 기계가독형목록의 특성과 RDA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의 남북한 통합판을 개발한다. 남북한이 구축한 데이터의 변환을 위

해 남북 기계가독형목록의 기술 요소를 분석하여 변환 방식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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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2~3차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 규칙인 MODS를 평양분관 디지털 자료에 적용

한다. 

5) 서지도구의 통합판을 적용한 데이터 구축(3차년도~)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을 위해 분류체계, 서지기술, 기계가독형목록, 디지털자료의 메타데

이터 등의 남북한 통합판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구축한다. 신규 데이

터는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한국목록규칙 남북한 통합판, 한국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을 적용하여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환

이 필요하다. 분류기호 변환은 청구기호 수정과 관련되므로, 기존 분류기호는 유지하되 분

류기호 대응표를 마련하여 검색 시스템에서 연계 검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목록데이터

의 변환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변환을 실시하고 검증을 통해 오류 데이터를 수정한다. 

6) 남북 도서관 통합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 협력 작성(3차년도~)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검색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소러스를 구축하

고 기존에 구축해온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와 인민대학습당의 열쇠어 목록을 통합

한다. 또한, 남북한이 상호적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 한반도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전산화

1) 기간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1~2차년도)

인민대학습당에는 봉사기지, 목록검색실, 전자열람실이 설치되었으며, 이용자가 컴퓨터 

검색과 원문 이용 가능하고, 검색 및 대출, 열람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인트라넷 기반으로 운영되어 몇몇 기관 간에만 상호접근이 가능하며, 외부에서는 접근 불

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통합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및 인트라넷 등 

기간시설 구축, 최신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필요하다. 

2)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2~4차년도)

전체 도서관에서 동일 시스템으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서, 목록, 대출, 연

속간행물, 디지털도서관 등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인민대학습당 도서관시스템에 

수록된 데이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입력데이터 전체를 손실 없이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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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4~5차년도)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일원화된 검색과 이용을 제

공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한다. 단, 시스템 통합검색시

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양 시스템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으로 디지털화된 내용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

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도서관 협력망 구성(4~5차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KOLIS 협력망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된 북한 지역 도서관이 참여하도

록 안내하고, 참여 도서관의 담당 사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KOLIS 협력망에 1차에는 

평양분관이 우선 가입하고, 2차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마지막에는 군중도서관으로 점차 확

대한다. 

5) 디지털화 자료선정 및 구축(4차년도~)

인민대학습당에서 2000년대부터 선진적인 전산화 시스템 도입하고, 소장 장서에 대한 디

지털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9년부터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 국가자료 DB 구축, 지식정보 표준화 활동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관한 조율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한에서 구축하는 디지털도서관의 대

상 자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통일 후 변경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소장 자료 디지털화

의 자료 선정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변경 기준에 따라 평양분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 착수해야 한다. 

마. 정보서비스

1)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2차년도~)

서울본관과 평양분관 정보서비스의 차이가 있지만 통일 후 이용자 급증과 이용 요구 세

분화에 따라 국가도서관 수준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과 남한 참고서

비스를 비교하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열람 봉사 이외에 오프라인 및 디지털 참고상

담서비스, 사서추천도서 선정 및 서평,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일

반 이용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북한 인민대학습당은 자료 열람 및 대

출,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참고봉사, 학습봉사, 통보봉사, 번역봉사 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통일 후 남북한 도서관에서 제공할 정보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지역 이용자 특성 및 요구 분석을 수행해서 정보 요구별 특화 서비스

를 개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울본관과 평양분관에 상호간의 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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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고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북한 지역 이용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양질의 취업 및 창업 정보 서비스, 세금공제에 관한 정보서비스, 복지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원을 구축한다.   

2) 통일 안정화를 위한 정책관련 서비스 활성화(2차년도~)

통일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적 시책 및 

정책 정보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구축․제공한다. 남북한 시민 및 국가정책실행 담당기관

에서 통일관련 지원 및 발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책 및 정책에 관한 정보서

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한다. 

바. 건축 및 리모델링  

1) 건물 리모델링(1차년도~)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 공사, 조직 구조 및 도서관 특성화에 따른 공간 확보, 보존서고 증

축에 따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건물 신축(4차년도~)  

도서관 수요 증가에 따른 북한 지역에 신규 도서관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내적 통합

남과 북의 이질적인 국가도서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한 조직 안에서도 남북 간 분쟁

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조직의 외적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호간의 불신과 대립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이나 인사

의 공정성이 최대한으로 요구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

반도 도서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공동목표를 채택하여 이 목표를 이루기 우해 모든 노력

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1) 순환근무제 실시(2차년도~)

도서관 내적 통합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며, 정기적인 상호 방

문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해야 한다. 조직의 내적통합을 위해 5년간 상호 근무지를 변경하

여 근무하도록 한다. 업무규정으로 모든 사서는 적어도 1회 이상 서로 교환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상호교환근무를 바탕으로 내적통합이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에 근무할 경우 최대한의 후생복지 혜택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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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대상 워크샵 실시(2차년도~)

‘문화 이질성 극복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샵’과 같은 다양한 상호이해 프로그

램을 조직하여 남북한 사서들 간의 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출신 사

서는 폐쇄적인 정치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하지 못할 수 있고, 남

한출신 사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워크샵이 진행되어야 한다. 

5.3.2 제도 및 정책

통일 이후에는 남북 도서관은 기존 체제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제 및 제도 통합은 도서관 관련 법령 개정을 시작으로 도서관 운영 체

계와 사서 자격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된다. 통일 이후 도서관 분야 제도 및 정책의 통합은 

통일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제도 통합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

여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반도 도서관 안

정 및 발전을 목표로 ‘한반도 도서관 통합 전문기구 설치’, ‘도서관 법제 정비’, ‘한반도 도서

관 운영 체계 정비’, ‘인력제도 정비’,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총 5개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그림 6> 참고).  

통일 후 남북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

도서관 법제 

정비

운영 체계 

정비

인력제도 

정비

한반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그림 6> 남북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부문 추진 과제

가.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1~5차년도)

통일 독일의 도서관 통합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도서관계는 통일 직후 ‘동서

독도서관전문가그룹’과 이후 2년 동안은 ‘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방정부 및 연방주 실무자그

룹’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였다. 전문가그룹은 주로 사서와 동서독 관련 정부 

부처 고위급 관계자로 구성되어 동서독 통일조약 내에서 도서관 분야의 권고를 작성하였으

며, 법제정을 위한 자문기구 기능을 수행하였다. 실무자그룹은 정부 부처를 비롯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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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6개 부문별로 실질적인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

였다. 이러한 독일의 선험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 직후 남북 도서관계를 통합하기 위한 준

비 단계로 도서관정책기획단에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를 설치한다. 통합 기구는 남북 도

서관 관종별 관리자 및 실무자, 학계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운영되도록 한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남북 도서관 정부부처 대표, 국가도서관 관장, 관종별 대표급 관장, 학

계 전문가를 구성한다. 이들은 상호 이해와 협력에 대한 각서 체결, 통일 도서관법 제정 준

비, 운영 체제 및 구조, 재원 확보, 표준 및 기준 통합, 도서관 건축과 보수, 사서자격제도 

등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실행위원회는 남북 도서관의 관종별 책임자와 실무자, 정부부처 관계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도서관계 

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도서관 및 관종별 도서관, 인사·교육·훈련, 장서 개

발, 도서관 협력, 정보 기술 및 전산화, 법·제도 등 주제별 하위그룹을 만들고, 북한 도서관

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점검하여, 한반도 도서관계의 부문별 통합 계획을 수립·추진해

야한다(<그림 7> 참조). 

도서관정책기획단

기획위원회

남북 도서관 정부부처 대표, 국가도서관 
관장, 관종별 대표급 관장, 학계 전문가

실행위원회 ○ 상호 이해와 협력에 대한 각서 체결
○ 통일 도서관법 제정 준비
○ 운영 체제 및 구조, 재원 확보 
○ 표준 및 기준 통합 
○ 도서관 건축과 보수
○ 사서자격제도

남북 도서관의 관종별 책임자 및 실무자, 

정부부처 실무자, 학계 전문가

○ 주제별 하위그룹 구성 :

   국가도서관 및 관종별 도서관, 

인사·교육·훈련, 장서 개발, 도서관 
협력, 정보 기술 및 전산화, 법․제도 

○ 북한 도서관의 부문별 실태 집중 
분석, 통합 계획 수립 및 추진

<그림 7> 남북 도서관계 통합 전문기구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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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관 법제 정비(1~5차년도)

통일 이후 새롭게 제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도서관법｣도 통일 한반도 도서관이 지향하

는 가치와 목표를 담아 기본법령의 개폐·통합, 신설 법령, 특별법 등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남북한 도서관 법령은 법의 형식과 체계, 구성 조항이 매우 달랐고, 북한의 

도서관법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만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기본법적 의미가 없었다(송

승섭, 2008, pp.301-3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통일 도서관법 제정을 대비하여 현 법령 

내용에 기초하여 통일 후 중점적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정비 방

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부문에서는 남한 도서관의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남북 도서관 통합시에는 통일 한반도의 도서관 운영 체계를 비롯한 관종별 명칭

과 기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도서관 유형의 구분 기준

이나 관종별 명칭이 남한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군중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같이 기능

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중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

가 있다. 따라서 기존 남북 도서관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다음, 북한 도서관

의 유형과 기능, 업무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부문에서는 조문 자체의 개정보다는 시행령 

제3조와도 관련된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북한 도서관 실정을 감

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봉사대상인구, 시설, 장서 수 등으로 도서관 관종별 기

준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 도서관들이 실제 많이 존재할 것이

다. 따라서 북한 도서관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기준을 재설정하고, 기준이 미달하는 도

서관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제6조 ‘사서직원 등’ 부문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과 장서에 따라 사서 배치 인원

이 달라지며,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은 사서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

는데, 북한 도서관의 관종별 근무 사서 수는 남한의 기준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북

한의 도서관별 사서 현원을 파악하여 사서직원 배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

행령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사서직원의 자격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사

서 자격 요건은 학위와 경력에 따라 3급으로 구분되는데, 남북 도서관 현황 분석에서 나타

났듯이 북한의 급수제와 기준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나타났던 부문이며, 자격요건은 채

용과 급여와 직결되기 때문에 통합 후 가장 많은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서직

원 자격요건의 통합 방안은 후의 ‘인력 제도 정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넷째,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 ‘설치 등’ 부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

영, 지역별 분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일 후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북한 국가도서관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감안하여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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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

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집중식으로 납본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조항의 내용은 유

지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적으로 북한 지역 발행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접근시킬 

효과적인 방법과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제4장부터 제7장까지 관종별 도서관의 설치, 업무,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들은 통일 후 변경될 도서관 유형 구분과 목적에 근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대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와 행정 구역 구분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통일 이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 조항과 조례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도서관법 조항 정비 방향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 통일 한반도의 도서관 운영 체계를 비롯한 관종별 명칭과 

기능 재정의 필요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시행령 제3조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북한 도서관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제6조 ‘사서직원 등’, 

시행령 제4조
○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검토, 정비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 ‘설치 등’

○ 북한 국가도서관과 통합을 감안해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개편, 

대통령령 수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이 남북 발행 자료의 중앙납본처가 

되도록 기존 조항 유지

○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자체적으로 북한 지역 발행 자료의 

원활한 수집 방법과 체계 모색

제4장~제7장 관종별 도서관 

설치, 업무, 운영·지원에 

관한 조항

○ 통일 후 변경될 도서관 유형 구분과 목적에 근거하여 개정

○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통일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 관련 법 조항

과 조례 등을 변경

<표 15> ｢도서관법｣ 정비 방안 

다. 한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 정비(1~5차년도)

도서관 운영 체계는 도서관의 관종 유형과 정부 및 지방 행정 조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서 인력 제도에도 직결되는 부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도서관법｣ 제·개정 

과정에서 도서관의 관종과 임무, 행정 체계가 반영된 새로운 한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

립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현재 관종별로 주무기관과 집행기관이 다르고, 북한은 당위원회

의 통제를 받는 중앙집중식 체제이다. 따라서 남한의 도서관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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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을 흡수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도서관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관할 주무기관과 집행

기관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중도서관 중에서 국가도서관망에 소속된 시, 군, 구역 도서관은 통일 

이후의 행정 체계 개정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에 따라 행정자치부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게 된다. 과학도서관 중 국가도서관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도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아래 속하면서 지역대표도서관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기업소 도서

관망에 속하는 성인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 학생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과학도서관은 기

능과 성격, 규모에 따라 남한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운영 체계에 준하여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계획은 통일 이후 북한 도서관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도서관계의 운영 주축이 되는 핵심 기관들 간에 통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한의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북한의 도서관지도국, 남한의 도서관연구소와 북한의 도

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 남한의 한국도서관협회와 북한의 조선도서관협회와 같이 유사한 

위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을 단일화하고, 조직과 업무를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라. 인력제도 정비(1~5차년도)

남북 도서관계 현황에서 인력제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사서 양성은 북한은 김일

성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에서, 남한은 4년제 및 2년제 대학, 1년제 사서교육원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급수 세분화에 있어 남한은 3급, 북한은 6급으로 

구분되었고, 자격 취득 방법에 있어 남한은 학위과정 이수, 북한은 인증시험을 거친다는 것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은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되지만 북한은 대학 졸업만 해

도 취업이 가능한 구조였다. 통일 후 사서 인력제도는 도서관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남북한 사서의 교육과 채용,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자, 통합 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독일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주의 시장경

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닌 두 국가의 상이한 사서 인력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한의 사서 인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

을 사서 양성, 채용 및 재교육, 사서 교류 및 협력 부문으로 제시하였다. 

1) 사서 양성

사서 양성 측면에서는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도서관지도국,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국립중

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북한 사서 교육 기관을 개편하고, 남북한 문헌정보학 통합교과과

정을 개발해야 한다. 남한에 비해 북한의 사서 교육 기관은 매우 적고 유형도 단순하기 때

문에, 통일 후 남북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 결과를 토대로 사서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유사

한 유형의 교육 기관을 북한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남북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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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통합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남북한 사서 교육 기관과의 학점

교환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채용 및 재교육

채용 및 재교육 측면에서는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사서 평가 체계를 수립하며, 재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첫째, 급수 체계는 남한을 중심으로 북한의 체계를 수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일 사례를 반영하여 

기존 남한 체계에 북한 체계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사서 6급을 준사서로, 5급은 정사서 2급, 4급은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정사서 

1급으로 편입시킨다. 북한의 1급에서 3급은 외국어 능력에 따라 진급되는 체계이나 남한에

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실무 경력에 따라 각각 정사서 1급과 2급으로 편입시키며, 외국어 

능력은 진급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에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 3개의 사서교육원, 3개의 학점은행까지 총 46개 과정을 통해 2,500명

의 사서가 배출되고 있어서 사서의 전문성과 자격제도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사

서 인력 제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서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급수 체계 정비 이후 기존에 근무하는 북한 사서에 대한 

재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 사서의 자격 및 경력, 학력에 대한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도서관계 통합 당시 고령층 사서와 사서 업무가 아닌 잡무를 수

행하는 인력을 해고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근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서관 

근무 사서의 연령이나 업무, 경력, 학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사서의 채용은 새로운 사서 자격 요건을 정의하

고, 전문 자격을 갖춘 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급수 체계와 사서 평가체

계 정비는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지도국, 한국도서관협회, 조선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

회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는 북한 사서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

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남북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야 한다. 이는 현 도서관법에서 사서의 계속 교육에 책무를 지닌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북한 사서를 위한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업무별로 개발하고, 남북한 사서가 공

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해야 할 것이다. 

3) 교류 및 협력

교류 및 협력 측면에서는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도서관지도국,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서의 문화적 이질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무제를 도입하고 상호 교류 프

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먼저 파견근무제의 경우, 통일 직후 남북 도서관의 인력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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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라 재충원되지 않는 북한 사서들의 공백을 단기적으로 메우기 위해 남한의 사서

가 파견되어야 한다. 이들은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조직 개편과 신설에 참여하

며, 북한 출신 사서에 대한 교육 훈련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

북 도서관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사서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남북에 근무할 

사서를 신청 받아 선발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순환 근무 프로그램이나 서로의 도서관을 짧

은 기간 방문하는 단기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 산하 도서관 통합 전문가 및 실무자 그룹, 한국도서관협회, 조선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

회,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부문 정비 방향 세부 추진 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사서 
양성

사서교육기관 
개편 

· 북한의 사서 교육 기관 지정
·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관 설치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지도국,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반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

· 남북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심층 분석
· 새로운 통합 교과과정 개발
· 남북 교육 기관 간 학점교환제도 
도입

채용/ 
재교육

급수 체계 정비

· 사서 자격 요건 통합
북한 6급 ⇒ 준사서 또는 정사서 2급, 
북한 5급 ⇒ 정사서 2급,
북한 1~4급 ⇒ 정사서 2급 또는 1급

· 사서직 공무원 체제 정비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지도국,
한국도서관협회, 
조선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회 채용 및 평가 

체계 수립

· 재채용 기준 마련:
북한 사서의 학력, 자격 및 경력 
인정 범위 설정

· 인증 절차 수행:
연령, 업무, 경력, 학력 등 조사,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 통해 직위 
및 직무 부여

· 신규사서 자격 요건 및 채용 기준 
결정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북한 사서 대상 하위 업무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남북 사서 대상 공동 연수 프로그램 
계획

국립중앙도서관

교류/ 
협력

파견근무제 도입 · 북한 지역 도서관에 남한 사서 파견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지도국, 
국립중앙도서관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장기 근무하는 사서 순환근무 
프로그램 실시

· 단기간 방문 교류 프로그램 운영

<표 16> 인력제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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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차년도~)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4년에 도서관 발전계획의 일환인 Bibliotheken '93을 수립하였

다. 이 발전 계획은 독일 도서관계가 통합된 직후 발표된 종합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 도서관계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반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의 수립 목적은 첫째, 남북 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

한 새로운 비전과 목적,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전체 관종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 단순한 제도적 통합을 넘어서 국가문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한 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북한 주민의 민주의식 함양, 한반도 국민의 상호 

화합 및 독서 문화 진작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의 주요 내용은 통일 전후 남북 도서관계의 통합 과정과 변

화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 한반도 도서관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

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도서관 조직 및 운영 체계, 주요 기능 및 업무, 위상을 정의해야 한

다. 그리고 장서 개발, 정보 조직, 도서관서비스, 도서관 간 협력 등 도서관의 핵심 업무에 

따른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새롭게 정비된 도서관 법령과 사서 양

성 제도, 남북 도서관 현황 자료,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등 도서관 통합의 실증적인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개별 도서관의 발전계획도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남북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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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단기 중장기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조직 
및 

인력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통합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 ■ ■ ■ ■ ■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 ■ ■ ■

인력 재배치 ■ ■ ■

장서 
개발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 ■

남북 국가도서관 선정도서리스트 및 
서평자료 발간

■

주체장서 등 이데올로기 관련 장서 이관 ■ ■

고전적 및 아카이브 수집 ■ ■

평양분관의 장서 확충 사업 추진 ■ ■ ■ ■

국내외 출판 자료의 수집 역할 분담 및 
상호 교환 

■ ■ ■ ■ ■ ■

국가
서지 
표준화

한반도 국가서지 작성 ■ ■ ■ ■ ■ ■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 ■ ■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

■ ■

디지털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

■ ■

서지도구의 통합판을 적용한 데이터 
구축

■ ■ ■ ■

남북 도서관 통합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 협력 작성

■ ■ ■ ■

전산화

기간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 ■ ■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 ■ ■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

도서관 협력망 구성 ■ ■

디지털화 자료선정 및 구축 ■ ■ ■

정보
서비스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 ■ ■ ■ ■

통일 안정화를 위한 정책관련 서비스 
활성화 

■ ■ ■ ■ ■

건축 
및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 ■ ■ ■ ■ ■

건물 신축 ■ ■ ■

내적 
통합

순환근무제 실시 ■ ■ ■ ■ ■

직원 대상 워크샵 실시 ■ ■ ■ ■ ■

제도 
및 

정책 
정비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 ■ ■ ■ ■ ■

도서관 법제 정비 ■ ■ ■ ■ ■

한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 정비 ■ ■ ■ ■ ■

인력제도 정비 ■ ■ ■ ■ ■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표 17> 통일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통합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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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헌장’ 공포가 예정된 해이다. 그러므로 2015년은 통일 헌장을 바탕

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남북 도서관 통합에 대한 구상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실천해 나

가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통일 전 남북도서관계 협력을 이끌고, 통일 후 도서관계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구심체로서 한반도 도서관계 통합을 선도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

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북한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납북 도서관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독일의 통일 전후 도서관계 활동과 대처방안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 전 남북도서관계 협력 방안과 통일 후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계 통합 방안 및 추진과제, 그 기반으로 제도 정보와 관련 정책을 제안함으로

써 남북 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탈북자 심층 면담 조사, 독일 도서관계 관계자 면담 조사, 2

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남북 도서관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과 기

능, 도서관의 물리적 인프라 수준, 사서자격제도와 전문성, 도서관 운영체계, 도서관 서비스 

유형에서 차이가 크거나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이질성으로 인한 내적 갈

등유발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었다. 

그러나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 협력은 국가 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남북 도서관의 실질적인 협력 내용이 반드시 수록되어야한다는 것, 기관 차원의 비공식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서간 개인 접촉을 늘려야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서지 발

간과 목록 체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출 및 일원화가 우선되어야한다는 것, 도서관 조직 통

합을 통한 업무 단일화가 되어야한다는 것, 관련 법제 정비와 인력 양성제도의 통합이 이루

어져야한다는 것,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남북 사서들의 갈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통일 대비 남북도서관계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으로 통일 전 

남북도서관 ‘협력 단계’와 통일 후 ‘통합 단계’로 구분하였고 단계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

도별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015년에 도서관 부문이 명시된 남북한 문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전제로 협력 단계에서는 

첫째,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남한 내 북한 자료 종합목록 구축, 

국외 북한 자료 종합목록 구축, 북한 도서관계 동향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

하였다. 둘째로 도서관 통일 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서 대상 통일 교육과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를 위해 국제 컨

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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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 북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는 북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으로 도서지원과 북한 도서관 디지털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으로 북한 소장 자료 공동 조사와 복원, 국가도서

관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 도서관계 협력 조성 및 활성화, 도서관 제도 

및 정책의 통합 준비를 위해 남북 도서관 서지 정보 및 자료교류 협정 체결과 남북 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 준비 및 설립, 운영,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남북도서관 협력의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일이 된 후, 통합 단계에서는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이 

한반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통합된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로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해 한

반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 인력 재배치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장서개발을 위해 한반도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 국가도서관 선정자료 리스트 및 서평 자료 발간, 이데올로

기 장서의 이관 및 별치, 고전적과 아카이브 수집, 장서 확충 사업 추진, 국내외 출판 자료

의 수집 역할 부담 및 상호 교환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해 한반

도 국가서지 작성,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

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 디지털 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 서지도구 통합판을 적

용한 데이터 구축, 남북 도서관 통합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 협력 작성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는 전산화를 위해 기간 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디지털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도서관 협력망 구성, 디지털화 자료 선정 및 구축

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서비스를 위해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와 통일 

안정화 정책 관련 서비스 활성화, 건축 및 리모델링, 내적 통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통일 

한반도 도서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로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의 설치, 

도서관 법제 정비, 한반도 도서관 운영체계와 인력 제도 정비, 한반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 이전의 협력 단계와 통일 이후의 통합 단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

략을 매우 폭넓게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통일 이전의 협력 단계 중에서도 단기간 남한

이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 대응 전략의 시

작점인 2015년부터 남한 내 북한 자료 종합 목록 구축, 북한 도서관계 동향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일 교육이나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 국립중

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간의 협정 체결,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은 바로 시작해야만 

하며 충분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도서관 교류협력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로 남북 도서관간 교류 및 

협력기반을 제안해왔는데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민대학습당과의 교류 협약 추진과 남북 도서관간 협력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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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해 양측 도서관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양측 실무 대표로 구

성된 상호 인적 교류 실시, 인적 교류 협력 사업 및 협약 체결을 제시했었고 남북 도서관간 

협력사업인 고전적 소재 파악이나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 고전적 전시회, 교류 협력 

세미나 개최, 남북 문화유산 공동 연구, 남북 도서관정보화 사업 추진을 원했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였고, 남북 관계도 오랫동안 경색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 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추진과제들이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 남북

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 추진 과제는 2017년에 5천만 원, 2018년에 8천만 원만이 향후 투자 

계획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도

서관 협력 방안을 계속 진행하고 남북한 도서관 표준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부

터 당장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사업 예산이나 남북협력기금 등 외부 

재원을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남북도서관계 협력추진 기구 설

치가 시급하며 남북도서관 협력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

반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임을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에 강력히 알리고 위원회의 뜨

거운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통일논의에 있어 도서관계가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나아

가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도서관계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제도를 사전

에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립중앙도서

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통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준

비하여 지속적인 한반도 도서관 정책 수립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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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s response in preparation for librar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scope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it is to investigate possible barriers 

to cooperate and integrate national libraries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status of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t is to provide implications in cooperative 

activities and efforts of national libraries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ird, it is to propose strategies focused on NLK to cooperate and integrate national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Fourth, it is to suggest 

modifications of related legislations and policies in the library fields based upon the 

practices of cooperation.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were carried. In literature review, library reunification stud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reviewed, and primary and secondary literature were analyzed to figure out 

situation of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integration studies on 

German national libraries were investigated as case studies. Two librarians and five 

end-user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nterviewed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s and their experiences of using libraries in North Korea. Besides, six librarians 

including general directors in the German National Library in Frankfurt, Leipzig, and 

Berlin State Library – Prussian Cultural Heritage were interviewed to look into 

activities and procedure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n expert advisory meetings, 

those findings of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German national libraries' case 

studies, and NLK’s strategies were reviewed to promote the reunification of national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s results of the study, NLK’s gradual strategies and plans were proposed before and 

afte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lso, improvements of laws and 

policies in library fields were suggested to practice these strategies. 

In cooperating stage before reunification, thirteen strategies in five sectors were 

proposed to make NLK as a key institution for collaboration with South and North 

Korean national libraries. The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wo stages; one is for a short 

term plan from 2015 to 2018 and the other is a mid-long term plan since 2019, pre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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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ultural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2015.

The short term plan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s the first step, some strategies 

promoted by national libraries in South Korea autonomously or with some cooperation 

of foreign libraries were suggested to carry on during the period of 2015 and 2016. In 

the second step from 2017 to 2018,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proceed by 

national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Cultural Treaty agreement. Also, there 

were several continuing strategies for the period of 2015-2018. In a medium long term 

after 2019, there were some strategies focused on in-depth collaborations between 

national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Five sectors in cooperating stage were as follows; information gathering & 

management related to libraries in North Korea, library education and service 

development for reunification, channel diversification of library exchange, intensification 

of support for North Korean librari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librar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irteen strategies under five sectors were as follows; 

developing of the national union catalog for North Korean materials in South Korea 

(2015-2016) and in foreign countries (2017-2018), developi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libraries (2015-2018), educating about reunification for librarians 

(2015-) and for library users (2015-), exchanging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ans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2015-), and via third countries 

(2015-), preparing & signing of memorandum between NLK and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2015-2016), providing a profession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librarians 

(2017-), donation of books to North Korean libraries (2015-), digitizing to support North 

Korean libraries (2017-), joint investigation & restoration of North Korean materials with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2017-), standardizing to support Grand People’s Study 

House (2017-). To achieve these strategies, three strategies in aspects of legislation and 

policy were proposed as follows; making agreements for national library bibliographies 

& exchanging library materials (2015-2017),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dealing with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015-), 

specifying detailed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for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015-).

As an integrated stage after reunification, twenty six strategies in seven sector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roles and position of NLK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 

Peninsula leading to the library integration in two phases ― a short term plan for 5 

years and a mid-long term plan after 6 years. Seven sector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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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 human 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National bibliography & 

standardization, computerization, information service, building & renovation, and 

internal integration. 

Twenty six strategies were as follows; the task force establishment for the National 

Librar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library’s development plan execution 

(1st year-), reorganization and merging business affairs and related departments (1st-3rd 

year), staff reassignment (1st-3rd year), collection policy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 Peninsula (1st-2nd year), publishing selected core collection lists and 

reviews in South and North branch (2nd year), transfer of ideology collection (2nd-3rd 

year), gathering and collecting old books & archive (2nd-3rd year), collection expansion 

in Pyongyang branch (2nd-5th year), sharing acquisition parts and exchange of published 

materials in domestic and overseas (1st year-), bibliograph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 Peninsula (1st year-), development of unifie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1st-2nd year), and unified cataloging rules & machine readable cataloging 

system development (1st-2nd year), metadata application to digital materials (2nd-3rd 

year), building bibliographic data applied unified bibliographic tools (3rd year-), 

cooperative development of integrated subject heading and authority lists in South and 

North branch (3rd year-),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 computer supply (1st-2nd year), 

development of library integrated system (2nd-4th year), development & enhancement of 

digital library system (4th-5th year), selection & development for digitization materials 

(4th year), intensific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for Korean peninsula people (2nd year-), 

activation of policy services for reunification stabilization (2nd year-), building 

remodeling (1st year-), new library building construction (4th year-), implementation of 

job rotation system (2nd year-), and holding workshops for staffs (2nd year-). Also, to 

achieve these integration strategies, five strategies in aspects of legislation and policy 

were proposed as follow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 for library 

integration in Korean peninsula (1st-5th year), modifying library legislation and laws 

(1st-5th year), library operation systems (1st-5th year), and human resource systems 

(1st-5th year), and establishing and executing comprehensive plans for the libraries in 

Korean peninsula (1st ye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gradual and practical strategies of NLK prior 

and posterior to reunification of Korea. Also, this study will help NLK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and to respond preemptively in the aspect of library 

legislation systems and policy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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