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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서관 정책 - 도서관과 기록문화유산

※ 프랑스의 도서, 출판,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가능성 있는 개혁의 전망을 예측해서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프랑스 문화부가 
2007년 6월에 발표된 “도서 2010 보고서(Rapport Livre 2010)” 중에서 도서관 관련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도서 은 책에 근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수단이다. 

수많은 등학교 도서 , 고등학교 정보자료센터, 연합도서 , 기업도서 을 제외하고

도, 오늘날 도서  수는 거의 공공도서  3,000여개, 도립 출도서  96개, 학도서  150

개에 달한다.

공공도서 들이 미디어테크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60년  말부터 정기간행물, 디스크, 

화필름, 인터넷 등 다른 매체들을 수집해 왔음에도, 연구센터가 수행한 삶의 조건에 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책이 아직도 공공서비스 기 의 심 매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시립도서  이용자의 86%가 지난 1년간 한 권 는 여러 권의 책을 출하거나 열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997년 이후 출이 두 배로 증가한 정기간행물, CD 는 DVD보

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한 삶의 조건에 한 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도서 은 랑스인들이 화  다음

에 두 번째로, 박물 보다 자주 찾는 문화 공간이다. 조사 상자들  43%가 지난 일년

간 도서 을 자주 찾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것은 1989년의 23%, 1997년의 3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학교와 학의 학생수 증가와 더불어 시설 확충, 장서의 다양화  서비스

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지만 이 수치는 랑스가 그동안 미권 국가

와 비교해 엄청나게 뒤쳐져있던 것을 겨우 만회한 것이며 도서  이용자 등록 비율은 도

시 거주자의 80% 정도이다. 따라서 미권 국가를 따라잡기 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해 자치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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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 측소를 설립한다 

제일 먼 , 도서  독서국1)은 독서 측소를 설립함으로서 조정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독서 측소는 시립도서 들에 한 연간 통계를 산출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며, 시설들과 서가들에 한 정확한 배치도 제작법을 작성하고 공공정보도서

2)과 문화부의 미래교육  통계부3)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명확한 통계에 의해 정보를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 치들은 도서  건축과 서비스에 한 공공 정책들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것이다. 

독서 측소는 무엇보다도, 도서  서비스에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더 요해지는 도서 의 이러한 상들에 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숙제 도우미, 취업 도우미, 업무처리강좌, 외국인을 한 수업 등과 

같은 장 서비스와 원거리 서비스(온라인상 목록의 상호활동과 인간공학, 원거리 자료 

약 서비스, 온라인 등록, 디지털화한 자료 열람 등), 그리고 필요한 산  활용, 이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원에 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보고서의 결과로, 도서  독

서국은 소외된 계층을 해 가장 성공 이었던 발의들을 재편성함으로 매우 실용 인 가

이드를 제안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 건물 내에 도서  건립을 권장한다. 

이와 동시에 우체국, 국가직업안내소, 탁아소 등 여러 다양한 서비스 기 을 통합한 공

공서비스 건물 내에 소규모 도서  설치에 을 두면서 도서 의 개방과 민주화의 노력

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공공서비스의 가장 방 한 조직 안에서 신축 건물의 통

합에 한 로젝트를 우선 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도시 변두리에 이러

한 건축물과 도서  시설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요하다. 

3. 도서 의 개  시간을 연장한다. 

시립도서 의 개 시간은 일주일 평균 19시간에 불과한데 학도서 과 마찬가지로 학

생들의 임시직 채용을 장려하면서, 특히 일요일 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시 하다. 이

1) 랑스 문화부의 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  

2)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피두센터 내 소재 

3) Département des études de la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



랑스 도서  정책 - 도서 과 기록문화유산  3

게 하면 고용 비용이 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성공 인 경험에 한 연구가 

독서 측소의 범주 안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립도서 과 학도서 이 상호 력한다. 

막 한 자자료 수집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 , 시설의 고 화, 학도서  학생

수와 시립 도서 에서의 이용자수 증가 등은 산의 지속 인 증가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

로, 학도서 과 시립도서 이 서비스, 시설, 자료 등을 공동으로 연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계획에 특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특히 랑스종합목록과 

학의 종합목록시스템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합목록간의 연계를 가속화하해야 

한다. 한 문화부, 고등교육  연구부와 자치단체들의 력은 특히 이용자를 한 서비

스를 개선하기 해 필요하다. 

5. 사서 양성교육을 변화 시킨다 

세상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도서  업무가 확 되고 세분화되어 교육훈련, 특히 평생 

교육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첫 임기부터 도서 을 경 하며 직원들을 리하고, 선출직들과 화하고 로젝트를 

기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회의 트 로 일하도록 임명된 도서 장들에게 

리자로서의 교육, 특히 법률  행정교육을 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

이 문 인 법률지식, 행정지식과 산에 한 원칙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  독서국의 보조 을 지원받는 국립고등도서 정보학교(Enssib)4)는 행정법, 작

권법, 인사 리경 , 회계 등과 같은 분야의 문가들을 요청하고 교육 과정 안에서 이러

한 과목들에 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야만 할 것이다. 

4)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s bibliothè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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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 법을 제정한다. 

도서 법에 한 계획은 수년간에 걸쳐 여러 번 토의된 바 있지만 지 도 제정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 법이 도서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히 지방분권화 된  

상황에서는 사서라는 직업을 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가들의 기

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폐기된 입법 취지를 갱신하여 도서 법을 통합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 인 방법이다.

자치단체의 능력, 책임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 그리고 도서 의 사명을 법 으로 재확립

하는 일은 직무 수행에 있어 도서  종사자들의 힘을 북돋아  것이다. 역사  기념물에 

한 법(1913), 기록물에 한 법(1979)과 박물 에 한 법(2002)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

에, 도서 의 문성과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도서 에 용되는 규정들을 보면, 이에 한 제정은 더욱 필요한데 랑스 명 직후의 

자산몰수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규정들이 곧잘 무효화되거나 모호해져 버리기 때문이

다. 한 를 들자면, 세 종류로 분류된 시립도서 (1931년 7월 20일 제정된 법)은 문화유산

법 제정 시부터 지속되어 왔다. 

국가  자치 단체들의 역할과 문화유산장서와 련된 공공기 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

분하려는 고민이 도서 법의 제정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공공도서 의 사명

을 한 일반 인 기 을 제시하여 공공서비스와 조직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7. 문화유산에 한 근방법을 민주화한다. 

도서, 필사본, 지도, 화, 사진, 악보 등 도서 에 소장된 기록문화유산은 매우 다양하

고 랑스 역에 분산되어 있다. 천백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랑스국립도서

 외에 500여 시립도서 , 즉 시립도서  네 곳 의 한 곳이 고서, 희귀본  귀 본을 

소장하고 있다. 

1980년 부터 국가, 자치 단체들과 도서 련 문가들은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 정책에 

기록물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발걸음은 공공의 이익과 맞물려, 기록물의 보존, 복원 

 가치부여를 한 책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인터

넷 등 정보기술과 련된 새로운 시도들이 도서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장서의 등록 

 가치 부여에 한 고정된 목표들은 향을 받지 않고 그 로 남아있다. 

2004년부터 기록문화유산에 한 시행계획의 추진과 함께, 국가는 기록문화유산 분야의 

무 취약하고 분산된 사업들을 조직하고 강화하기 해 노력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황 악이 이루어졌고, 지역 인 실천 로그램들이 부분의 지역에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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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랑스국립도서 , 문화 련 지방 원회, 력사무소, 지방의회 등 여러 실무기

들이 수립한 동정책에 한 최선의 조정과 에게 기록문화유산의 개방을 장려하기 

한 노력 등 추진되어야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가로 문화와 지식의 

본질 인 매체인 기록문화유산은 모든 랑스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기의 책들은 기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보존을 개선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

의 근을 장려하는데 역 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록문화유산에 한 국가  차원의 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자치단체 소장으로 분류, 

검  리되는 문화유산 장서들의 등록  보존을 도서  독서국의 보조 으로 지원

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와 력하여 술교육 차원에서 기록문화유산에 한 수업을 실시하

여 기록문화유산에 한 지식을 넓힌다. 를 들어, 유치원에서는 철자법 교육에 을 

두고, 등학교에서는 쓰기에, 학교에서는 시청각과 멀티미디어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다. 이를 해 도서 과 력하여 리교사를 임명한다.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거 한 문안에 련 당사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재구성하면서, 사이

버 시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과 학생층에게 기록문화유산에 한 지식 축 을 돕는다.

장기 인 력 트 로서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에 한 가치부여  연구를 

한 시립도서 과 지방 학간의 공동 작업을 장려한다.( 과 에 속하는 학생들에 

한 우 , 연구되지 않은 장서들에 한 공동의 가치 부여 등) 

문화부의 문 학술에 한 옹호의 사명 심에서 문화유산 인 가치를 지닌 도서 의 

통합  서비스로 미래의 메세나가 개될 것이며 랑스국립도서 의 성공이 말해 주듯이 

이러한 메세나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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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서관 전략 계획 : 회계연도 2008~2013

-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진하기 하여 -

The 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8~2013

<목  차>

의회도서 장으로부터의 편지

Ⅰ. 서론

Ⅱ. 미국의회도서 의 략 목표 개요

Ⅲ. 실행

“미국 의회도서  략계획 : 회계연도 2008-2013”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

국 의회도서 의 략  방향을 알기 쉽게, 포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크게 3부분으로 나 어져 있는데, 서론, 략계획 개요, 실행 등이다. 서론은 의회도서 의 

과거와 앞으로 지향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략계획 개요는 의회도서 의 사명, 비

, 가치, 그리고 략  목 을 개 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 부분은 략 

계획 실행을 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의회도서 장으로부터의 편지

미국 의회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도서 의 가장 큰 후원자 다. 토마스 제퍼슨이 소

장한 범 한 개인 도서 을 구입한 이후, 의회는 재 세계의 모든 언어로 된  세계

으로 가장 포 인 지식의 보고를 만들었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 이는 거의 모든 형

태로 된 미국 창조성의 가장 큰 포 인 보고이다.

이번 2008-2013년도 략 계획을 통하여, 의회도서 은  세계의 지식과 국가의 창조성을 

습득하고 보 하며, 이러한 지식과 창조성에 근 가능하게 하는 사명에 기 를 두고 있다. 

재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격한 폭발성으로 창조성, 지식 그리고 정보의 창출과 커뮤니

이션으로 례 없는 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 략 계획은, 지속 으로 팽창하는 세계 인 디지털 지식과 정보를 분류하고 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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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쇄 자료와 다른 통  자료들과 함께 통합시켜야 

하는 책임에 직면한 의회도서 을 안내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성공한다면 우리가 정보화 

시 에 더욱 필요한 사실에 근거한 지식과 의존할 만한 정보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제

공하게 될 것이다. 

도서 은 200년 이상 매년 한 연방 재정지출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이 략계획은 

격심한 변화의 시 에 우리의 역사 인 임무를 지속하기 하여 우리의 기능을 변형시켜 

지속 인 지지를 정당화하는 5  목표를 세운다.

최우선 인 목표는 의회에 한 사에 을 둔 략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장서의 확충  심화, 일반 을 한 근제공, 력의 강화와 확장, 그리

고 자원 공유, 인력 변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 각각에 해서 “희망하는 성과들”로 설명

할 것이다.

의회도서  장직을 맡은 지 20년째가 되는 해를 시작하면서, 장서를 확충하고, 의회, 

미국, 세계를 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해 그 확충된 장서를 이용시키는 데 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버지니아 주 쿨페퍼(Culpeper)에 치한 시청각자료보존 을 한 팩

카드(Packard) 캠퍼스 설립, 거 한 제퍼슨 의 람자체험 로그램 개설, 국립디지털정보 

하부구조  보존 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

m)의 성장, 교육 인 외 사 확장, 세계디지털도서 (World Digital Library) 육성  클루

지 센터1)의 발  등을 통해 임무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귀한 기회를 가졌다: 

의회도서 의 사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한 핵심은 인력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도서  직원의 문성, 지성,  헌신은 가장 큰 자산이며 모든 도서  노력의 기

반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리더십 있는 역할을 지속하기 하여, 모든 디지털  아날로

그 자료에 알려진 근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탐구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해 경 할 것

이다.  

한 이러한 다양한 목 들을 해서, 략계획은 최선의 자원공유를 한 기 의 정의 

 확장, 근제공에 을 둔다. 이 계획을 통해 도서 이 연구  정보기 으로써 의회

에 서비스하고, 세상의 지식  국가의 창조력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범 하고 유일한 

지식의 보고에 근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 으로 증명된 사명을 다 한다는 것을 보증하

게 될 것이다.

Ⅰ. 서  론

19세기 , 미합 국은 담한 실험 그 자체 다. 헌법  민주주의의 기 를 세운지 10

년이 거의 되지 않았고, 한 국가로서의 지속 인 미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한 국가

1) 클루지 센터(Kluge Center) : 의회도서 에 있는 클루지 센터는 학자와 정치지도자 간에 상호 으로 풍

부하게 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의회도서 의 모든 장서와 지식에도 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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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이제 막 나타나려는 시기 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가장 하고 뚜렷한 미국 인 기 을 창설하 다. 학식

있는 사람들과 기능 인 통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1800년 의회는 5,000달

러를 들여서 의회 도서 을 설립했다. 당시 이 액으로 740권의 책과 3개의 지도를 구입

했다.

토마스 제퍼슨 통령은 1802년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한 법에 서명을 하고 최

의 연합의회 원회(도서 연합 원회)를 설립했으며, 의회 사서의 입지를 세우는 등  

성장하는 도서 을 해 기에 잊 지지 않는 기여를 했다. 

1812년 쟁기간 동안에 국이 의회의사당에 불을 질러 략 3,000권의 도서  장서가 

괴되었을 때, 다시 의회도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 문화 그리고 지성에 심 인 기여자

로서 일어서도록 도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통령이었다. 도서 을 “재건”하기 해 막 

퇴임한 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1815년 의회는 제퍼슨  통령의 (당시 미국에서 가

장 훌륭했던)개인 장서 6,487권을 23,950달러에 구입했다. 그 장서에는 다양한 언어와 폭넓

은 주제를 가진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 의원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모든 주제가 있

다”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믿음을 반 하 다.

의회 도서 은 창기부터 변화하는 시 와 필요에 부응하여 발 하여 왔다. 가장 요한 

변화들 의 몇 가지는 법령의 결과이다. 다른 것들은 필요에 의해 탄생하 다. 그러나 이러

한 발  속에서도, 도서  부서, 기능, 로그램들을 응집성 있는 체로 묶는 핵심요소는 

불변하 다. 의회도서 은 의회와 일반 에게 다음과 같이 서비스한다.

   지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며,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단이 된다.

   성취한 업 들을 인정하고 축하한다. 

미의회도서  회계년도 2008~2013 략계획은 의회도서 의 역사  사명과 일치하고, 

격하게 변화하는 미래로의 과정을 계획하기 해 폭넓은 5  목표를 확립하 으며, 200년 

이상 비된 기반에 기 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 정부성과법2)(1993년)의 정신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법 인 필요의 결과보다는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기 한 요한 수단

으로 제안되었다.

략계획이 임무를 최선으로 달성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 은 아니다. 궁극

인 비 은, 인간의 창조성, 지혜, 그리고 성취를 하여 자원들을 구축하고, 보존하며 제

공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보화된 사회를 양성하는데 있어 의회도서 이 필수불가결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번 , 계발, 감을 하여 미국 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표자, 세계가 이러한 자원들에 손쉽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 문건을 해서 의회도서  이용자들과 계자들은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 고 

2)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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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  략계획 과 실무그룹은 여러 시간 동안 힘든 작업을 하 다.

이 계획은 보다 큰 책임과 결과들을 확실하게 하기 한 요구와 의회도서 의 자원들을 

체계 으로 검토한 의회도서  경 진  직원들이 력한 노력의 결과이다. 한 매년 재

정 지원과 기타 지원을 통해 그 함을 알 수 있는 미국 국민과 의회가 계속 강력하게 

의회도서 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미국 의회도서 은 어디에서 왔는가?

의회도서 의 시작은 라했지만, 도서 의 창기 수십년 동안 주요한 6가지의 요한 

이정표들로 의회도서 의 역은 의미 있게 확장되어 왔다. 

   1832년 의회도서  최 의 부서로서 설립된 법률도서 은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

원하기 하여 법률 서 들을 수집함으로써 도서 의 기원이 되었다. 법률도서

은 의회를 해 외국법, 비교법  국제법 연구와 참고 사를 수행하는 유일한 

정보원으로 남아 있다. 

   1870년 작권법은 국가의 작권 기능들을 의회도서 으로 앙 집 시켰다. 그

리고 미국에서 작권이 등록된 모든 책의 2권씩, 팸 릿, 지도, 인쇄물, 사진  

악보는 도서 에 납본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작권법은 지식의 모든 장소로서

의 도서 이라는 제퍼슨의 열망을 반 했다.

   1886년, 의회는 일반 을 하여 공개 으로 근 가능한 열람실과 시실 공

간을 해 처음으로 별도의 의회도서  건물을 승인했다. 이 게 하여 1897년 토

마스 제퍼슨 은 공식 으로 에게 공개되었다.

   1902년 의회는 의회도서 에 미국 내의 다른 도서 에 목록 코드의 복사물을 

렴하게 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에 따라 실질 으로 미국내 체 도서  

시스템에 도움이 되었다. 

   1914년 의회는  “의회, 각종 원회  그 소속원(Congress and committees and Me

mbers thereof)”에 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도서  내에서 별도로 입법

참고서비스국(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을 만들었다. 

1946년과 1970년의 추가법규로 이러한 입법참고서비스 임무를 강화했다.

입법참고서비스국은 다시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으로 개칭되었다.

   1931년 의회는 의회도서  내에 국 으로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 독자들을 

해 무료로 도서  자료를 생산하고 공 하는 로그램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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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  역할을 강화하는

10가지 로그램

한, 1970년  반 이후로 의회는 법에 의해 의회도서 의 국가 인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하는 10개의 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로그램들 에서 최근 가장 야심찬 하나는 2000년 12월에 시작되었다. 

당시 의회는 공법 106-554조 아래 의회도서 에 국가 정

보 보호를 해 보존되어야 할 주요 디지털 자원들을 보장

하기 해 지도하고 계획하는 임무를 맡겼다. 국가디지털 

정보조직  보존 로그램은 일반 으로 불안정하고 일시

인 환경에서 존재하는 핵심 데이터를 보존하기 한 필수

인 것으로 의회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18세기의 740권의 책3)에서 지식을 발견하든지, 혹은 21세

기에서 무수한 1과 0의 형태로 지식을 발견하든 간에, 의회

도서 은 지식을 수집하고 근 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충족

시킬 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세 와 미래의 세

가 해지도록 계발과 감을 밝  것이다.

미국 의회도서 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의회도서 이 세 번째 세기로 들어서면서, 제퍼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1897년 도

서 건물보다 더 의회도서 의 비 과 열망을 상징하는데 합한 것은 없다. 20세기 무렵

의 미국 낙 주의가 투 되어 건설된 토마스 제퍼슨 은 의회도서 의 과거를 설명하고 

보다 요하게는 미래를 안내하는 로 쓰인 감과 더불어 빛나는 상화이다 

건물 에는 빛으로 빛나는 지식의 횃불이 있으며, 돔의 아래 측면 바로 에는 “인간

의 이해(Human Understanding)"라는 벽화가 있는데, 이는 여인의 에서 무지의 베일을 제

거하려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다. 돔의 아래에는 거 한 주요 참고자료실이 있으며 이 자

료실은 교양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회도서 의 근원 인 수단

이다. 

에 들어서 의회도서 이 역을 넓 감에 따라 정보 명이 국가와 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먼 곳에 있는 개인들에게까지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의회도서 의 사명은 여

히 요하지만, 역동 이고 격렬한 국제 인 경쟁을 조망할 때 이 보다 더욱 요해졌다. 

2005년 6월 의회에서 증언한, 의회도서 장 제임스 빌링톤(James H. Billing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서 은 본질 으로 자유로운 섬이며 극단주의에 한 해결수단이다. 도서

3)1800년 의회도서 이 처음 설립될 때 구입한 책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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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반 되는 내용의 책들이 평화롭게 서가에 나란히 꽂 있고, 자료실에서 지 인 

경쟁자들이 서로 에 앉아서 평화롭게 술 작업을 하는 다원주의  사원이다.” 

와 같은 말들은 의회도서 의 기 시 로 돌아가서, 가능한 한 범 한 다양한 정

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던 토마스 제퍼슨의 다음과 같은 비 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 나는 지식이 전 인류 계층에 보급되어 마침내는 사회의 극단적인 두 개의 계층, 

즉 거지와 왕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느낀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철학학회에 보낸 회신, 1808)

이 략계획을 통하여, 의회도서 은 미국 일반 과 그들이 선출한 표들을 책임질 

것이며 달성한 업 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의회도서 은 인간의 이해와 지혜에 한 근

거를 조성하는 열렬한 옹호자가 되기를 추구한다.  

과거에, 재 그리고 미래에도, 의회도서 은 세계 인 규모로 뛰어난 정보의 보고로서, 

그리고 미래 세 의 감의 보고로 남아 있도록, 모든 세계를 해 빛나는 등 로 지속하

는 지식의 횃불이라는 업  달성을 축하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Ⅱ. 미국의회도서  략 목표 개요

 비  

의회도서 은 의회와 구성원들을 한 창의 인 이용을 진하고 지식과 정보에 한 

근을 보장하면서 국가를 이끈다.

 사명

의회도서 의 사명은 의회와 미 국민이 의회도서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 를 하여 지식의 방 한 장서와 창의성을 보존하고 유지하

는 것이다. 

 가치

의회도서 은 의회도서 과 직원들의 행동을 통하여 4가지 요한 가치들을 표 하도록 

노력한다. 그것들은 도서 의 비 , 사명 그리고 목 을 달성하기 해 과정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요한 4가지 가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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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의회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를 분석하며 그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의회도서

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새롭고 창조 인 수단들을 찾는다.

○ 탁월성

의회도서  사업 활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최고의 질을 확보한다.  

○ 력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로그램 개선과 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경 진, 직원, 이용자 

그리고 계자들의 참여를 격려한다. 명확하게, 지속 으로 그리고 공개 으로 한 방

식으로 의사소통한다.

○ 공정성

의회도서  직원을 품  있게 존 하고 이해하며 우한다. 

1. 콘텐트

통일되고 보편 인 형태의 지식과 창의성을 근 가능한 형식으로 확장하고 보존한다.

지속 으로 창의성과 성취를 한 감을 나 도록 의회도서 은 도서 의 모든 콘텐트

에 한 근을 확장하고, 조직하고, 유지하며 확보할 것이다. 이 콘텐트는 세 가지 차원

을 가지고 있다.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작의 출 , 장서의 지식 콘텐트, 가공된 컬 션

(의회도서 의 장 형태로) 등이다. 의회도서 의 콘텐트는 통일된 것으로, 잡다하거나 아

무 계획성 없는 장서가 아니다. 수집을 통해서 각 자료들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며 한 

자료들 간에 계가 생기면서 가치를 가진다.

의회도서 은 의도 으로 장서를 범 하게 정의한다. 도서 서비스국(Library Services), 

략사업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법률도서 (the Law Library) 그리고 작권청(the 

Copyright Office)이 리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에 더하여, 컬 션은 의회조사국(Con

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리고 법률서비스국(the Law Library)의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

다. 소장자료의 근방식은 다양하다. 

모든 장서는 성장하고, 조직되며,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도한 이용자가 

제임스 매디슨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 지식에 해 언제든지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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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배움은 양자가 서로 상호적이고 가장 확실한 토대를 이루면서 의지하

는 것인데, 그런 자유와 배움보다 더 대단한 것을 계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콘텐트의 리자  활용 장려자인 의회도서 이 창의성을 자극하고 인간 

업 에 하여 보답할 것이다.

2. 이용자

의회도서  자원들을 한결같이 찾고 이용하는 내부  외부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한다.  

의회도서 은 의회 의원, 일반 , 사서, 학자, 학생, 작가, 도서  직원,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미국과 세계의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용자들이 아날로그  디지털 형식으로 된 의회도서 의 방 한 장서에 근하여 이

용할 수 있을 때에 지식과 창의성이 확장된다. 장서는 이용자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에 

한 감을 제공하며, 이러한 이용자들은 민주주의와 가치를 핵심 으로 리 알린다. 한 

의회도서  내부 문가  학자들은 다양한 범주의 결과물과 서비스를 의회와 국가에 제

공한다. 

3. 외 사

의회도서 의 가치와 유익성에 한 인식을 제고한다. 

자유롭고 정보화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와 인간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의회도서

은 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 그리고 로그램에 한 폭넓은 일반 의 인식에 을 

둘 것이다. 

지속 으로 의회도서 이 정치  의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분석업무를 최우선 

순 로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배려하는 것은 요하다. 연구와 분석업무는 다른 국가와의 

계에 향을 미치는 결정과 미국을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필요하다. 

미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의회도서 을 국가도서 이면서 세계 으로 뛰어난 권  있는 

분석정보원으로서 인식하여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의회도서 의 서비스

와 자원들에 한 인식을 넓 가고 구축함으로써, 의회도서 의 자료 이용을 증가시킬 것

이며 평생학습, 창의성, 성취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4. 조직

의회도서 의 연구결과물과 서비스 달의 효율성과 질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하여 

도서  체 시 지 효과와 유연성을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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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 은 내부 문화와 사업 과정간의 상호 지지를 보장하기 해 이를 강화시킬 것

이다. 

의회도서 은 더욱 효율 이고 효과 인 로그램과 과정으로 이끄는, 목  있는 력

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의회도서 의 조직 단 가 상호 지원하고 궁극 으로는 의회도

서 의 사명과 더 나은 인간의 이해  지혜를 한 핵심 인 목 을 추구하는 방식을 개

선할 것이다. 

5. 인력

공공서비스에 헌신하는 신가들로 구성된 재능있고 다양한 공동체를 양성한다.

의회도서 은 다양성을 육성하고 자체 직원의 능력을 개선하고 유지함으로써, 인력을 

숙련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도서  인력의 능력과 노력이 도서  사명  핵심 목표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다.

재능 있고 다양한 직원은 의회도서 과 미래를 향한 도서 의 핵심이다.

Ⅲ. 실행

1. 콘텐트 

통일되고 보편 인 형태의 지식과 창의성을 근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하고 보존한다.

이 목 의 4가지 성과  2가지는 장서의 범 를 늘리고 장서를 보존하며 새로운 자료

들에 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이는데 을 둔다. 성과  한 가지는 정보의 장기 보

존을 한 기 을 정하기 하여 미국 도서 계에서 의회도서 의 리더 역할에 을 둔

다. 마지막  한 가지 성과는 의회, 국가, 세계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데이터

(descriptive data)를 개발하고, 콘텐트를 생산하며,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을 맞추고 있

다. 

○ 성과

성과 1
의회도서 이 소장한 국내외 콘텐트 모두에 해 통 인 형태와 새로운 

형태로 유지  확장

성과 2 보존과 근성의 강화

성과 3 도서 들과 다른 력 기구들이 책무를 지는 공유 콘텐트의 증가

성과 4
의회와 기타 기 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체계에 기여하는 창의성 있고 

지 인 결과물 증가



미국 의회도서  략 계획 : 회계연도 2008~2013  15

수행 지표 측정 기

성과 1 : 의회도서 이 소장한 국내․외 콘텐트 모두에 해 통 인 형태와 
         새로운 형태로 유지  확장

납본 필수 자료
 작을 납본하는 출 사의 수
 새로운 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수
 수요에 따라 납본하지 않는 출 사의 비율

다양한 
수집 방식

 수집방식과 정보원의 수

콘텐트의 
다양성과 완 성

 서로 다른 주제, 형태, 언어, 지역의 자료 수
 수집된 자료의 완 한 인쇄부수/세트/컬 션의 수
 요청된 자료의 수집 비율
 재 발간되는 자료들

○ 략

 략 정기 으로 기 을 선정하고 유지 리

 략
보존  근에 한 요구와 콘텐트 소유자의 권한 간의 균형 있는 법령 

개발과 정책 제안의 선도

 략
재와 미래 세 를 해 도서 이 가진 지식 체계와 창의성이 지속 으로 

살아있는 콘텐트에 한 책무의 수행

 략 진보하는 이용자들의 기 를 충족시키는 콘텐트 생산

 략
작권 기탁, 기증, 교환, 이 , 구입 등 통 인 다섯 가지 수집 방식의 

효율성 유지  증

 략 안 조치를 한 목록 리의 확   신속 처리

 략 콘텐트의 통합된 검색과 발견이 가능한 정보설계의 개선

 략 통 이 아닌 형태의 자료에 한 수집 방법과 경로 확인  구축

 략 새로 출 한 보존 표 과 기술의 개발, 평가, 실행

 략 공유 콘텐트에 한 표 과 최고의 실무사례 개발의 선도

 략 지식과 창의성을 창출하는 공동체와의 체계 인 자문 강화

 략
공  는 사 인 트 십을 통해 보편 인 장서가 지속되도록 요한 

자료의 수집과 유지 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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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지표 측정 기

성과 2 : 보존과 근성의 강화

콘텐트 근성

 장서 검 상에 있는 자료 비율
 이용자가 직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비율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근
 근을 해 디지털화 된 자료의 수

콘텐트 보존
 보존된 자료 비율
 디지털화된 자료  기타 형태로 재구성 된 자료의 수
 지속 가능한 상태 하에 있는 자료의 수      

성과 3 : 도서 들과 다른 력 기구들이 책무를 지는 공유 콘텐트의 증가

공유된 
콘텐트 총 분량 

 력기  는 행 기 을 통한 합의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합의
 력 계의 수
 공유된 콘텐츠의 양

표  개발 기구에의 
참여 

 표  개발 기구나 과정에 한 참여 수

성과 4 : 의회와 기타 기 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체계에 기여하는 창의성 있고 
   지 인 결과물 증가

의회를 한 결과물
과 서비스의 제공

 의회의 요청에 하여 제공된 결과물의 질
 의회의 요청에 하여 제공된 생산물의 시의 성

내부  외부 이용
자를 한 결과물과 
서비스의 제공

 제공된 결과물의 질
 제공된 결과물의 시의 성

○ 외 인 요소

  - 지 재산권에 한 결의안, 특히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료에 한 결의안은 

의회도서 의 장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 향을 끼칠 수도 있다.

  - 디지털 검색 가능성의 증은 (학술, 법률 그리고 법령 연구자들을 포함한)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지 정보의 수 에 향을  것이다. 

2. 이용자

의회도서  자원들을 한결같이 찾고 이용하는 내부  외부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한다. 

이 목 의 성과는 이용자가 히 필요로 하는 것에 한결같은 방식으로 근할 수 있도

록 이용자의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일반 의 

담론을 알리는데 을 둔다. 략계획은 이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 의회도서 은 편견 없는 지식에 한 가장 높은 수 의 기 을 유지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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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1 :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강화

이용자구분에 의한 
한 서비스와 

결과물의 달

 시의 성 이용가능성 목 에 맞는 결과물 제공

결과물 
서비스의 질

 결과물 수락 결과물  서비스 재인용  재인식 문가 평가 제공된 자원의 유포

이용자 만족

 재이용자 만족도 측정 결과물  서비스 재인용  재인식 방문자 피드백

정책과 교육에 한 공 인 담론에 학술 인 깊이를 주기 해 자원과 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 성과

성과 1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강화 

성과 2
학술 , 교육  그리고 공공 정책 담화를 알려주는 의회도서 의 자원 
이용 확

성과 3
지식과 보다 나은 세계 이해를 장려하는 의회도서 의 디지털 자원 이용 
확  

○ 략

 략
수용된 기 과 최선의 실무들을 뛰어넘거나 만 시키는 서비스와 결과물 

제공

 략 편견 없고, 균형 잡힌 학술  지식에 한 최고 수 의 기  유지

 략
발 된 이용자의 기 를 충족시키는 경험들, 서비스, 결과물, 콘텐트들의 

생산  한 달

 략 의회도서  자원을 활용한 공공정책 담론에 학술 인 깊이 부여

 략
온라인  오 라인 속 모두 의회도서  지식 자원에 한 한결같은 

근 제공

 략 정보에 한 근을 제공  장려

 략 이용자들과 도서 이 상호작용 방식 재설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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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용성
 필요한 정보를 찾기 하여 소요되는 시간 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성과 2 : 학술 , 교육 , 공공 정책 담화를 알려주는 의회도서 의 자원 이용 확

이용자 구분에 의한 
한 서비스와 결

과물의 이용

 이용가능성 목 에 맞는 결과물 제공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청 건수 결과물  서비스 인용 학술 , 교육 , 공공정책담론에 련된 활동과 행사의 수 의회도서  이용을 한 허가 증서 수 의회도서  자원에 기반한 학술  연구

결과물 
서비스의 질

 결과물 수락 결과물  서비스 재인용  재인식 문가 평가

성과 3 : 지식과 보다 나은 세계 이해를 장려하는 의회도서 의 디지털 자원이용 확

디지털 자원의 
이용 

 언어 지원 이용자 구분의 다양화 이용자의 지역  범 문가 평가 인용 사이트 이용자 수/검색수행자 수

○ 외 인 요소

  - 의회도서 의 이용자 요구를 결정하는 것은, 요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때

로는 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도 과제이다. 의회도서 을 이용함에 있어 이상 인 

성과물을 해 이용자가 얼마나 잘 커뮤니 이션 했는지는 고객의 요구를 측정하는 

의회도서 의 능력에 향을  것이다.

  - 기술  속 가능성의 빠른 변화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의회도서 의 능

력에 큰 향을  것이다. 

3. 외 사

의회도서 의 가치와 유익성에 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의회와 일반 이 의회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 이용을 늘리거나 극 화할 때 배움과 

창의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의회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에 한 가장 요한 정보가  

되도록 도서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 한 을 두어 실 될 것이다. 의회도서  직원은 

폭넓고 유일한 의회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에 정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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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성과 1
권  있는 연구, 서비스, 로그램이 필요할 때 우선가는 선택으로써 의회

의 의회도서 의 이용 확  

성과 2 의회도서  이용 극 화

성과 3 의회도서 의 서비스와 자원이용 통한 평생 학습의 질과 창의성을 개선

○ 략

 략 의회도서 의 연구, 서비스, 로그램에 한 의회의 이용과 이해 평가

 략 의회도서  이용  이해 평가

 략
의회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가 변화하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

 략 의회에 한 의회도서 의 서비스로 의회 업무 보증

 략 력 자원을 구축하기 하여 다른 문화 기 들과 약

 략 일반 의 이용자기 와 변화하는 인구통계에 응하는 능력 개발

 략 국가   국제  자원으로서 의회도서 이란 독특한 랜드 달

 략
반 인 의회도서  노력을 결합하여,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을 합한 

의회도서  연구, 서비스 그리고 로그램으로 안내 

 략 목표 이용자들을 합한 의회도서  서비스  자원으로 안내

 략 극 인 지지자들의 의회도서  네트워크 확장

 략
의회도서  장서들을 활용하고 보 하며 보여주는 로그램을 지원하기 

한 민간부문 연결 

 략
의회에 한 도서  직원의 이해와 의회를 한 의회도서  서비스의 체 

범 에 한 직원의 지식을 강화시키기 해 교육

 략
재  미래 직원을 하여 의회도서 에 한 지속 인 교육 로그램 

강화

 략 도서 자원의 교육  이용을 한 국가 인 로그램 설계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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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1 : 권  있는 연구, 서비스, 로그램이 필요할 때 우선가는 선택으로써 

         의회의 의회도서 의 이용 확   

의회의원  직원을 
한 리핑, 
로그램  세미나

 발표된 행사의 수 참가자의 수 의회의 존재/ 계를 확장하기 해 목표가 된 로그램의 종류

의회의원  직원과
의 서비스 상호작용

 책이나 다른 자료에 한 의회의 특수한 요청의 시 처리 책이나 다른 자료에 한 의회의 특수한 요청의 정확하고 완 한 
처리 서비스 상호작용의 수 서비스 상호작용에 직 으로 련된 의회 의원의 수 의회 의원  직원과의 서비스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새롭고 
요하게 향상된 연구, 서비스, 로그램의 수 의회 웹사이트에서 의회도서 으로 인용되거나 요하게 강화된 링크의 수

의회의원  직원들
의 의회도서  
공공 장소 사용

 행사의 수 참가자의 수 공공 로그램 지원을 한 요청의 수

의회구성원과 의회 
 직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 간의 
서비스 상호작용

 발표된 행사의 수 참가자의 수 의회의 존재/ 계와 련해서 선거구에서 발표된 행사의 수 의회의 존재/ 계를 해 목표된 로그램의 수 의회의원  직원  의회도서 에 특히 지시하는 구성원의 수

성과 2 : 의회도서  이용 극 화

특별한 의회도서  
로그램, 자원, 

서비스에 한 지식
이 있는 직원과 자원

사자

 안내인으로서 훈련받은 직원의 수 투어를 제공하는 직원 안내인의 수 인식을 확장하는 로그램  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
로그램 : Veterans History, Local Legacies, National Book 
Festival, Treasure Talks, New Visitors Experience 등) 의회도서 에 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 인식 확장을 강조하는 로그램  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원
사자의 수

특수한 의회도서  
로그램, 자원, 

서비스 이용을 증가
시키기 한 외부 
존재와의 력 

로그램 

 청   이용자 그룹의 규모와 형태 신규 방문객인 이용자 비율 인식을 확장하는 로그램  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용자  그
룹의 수( 로그램 : Veterans History, Local Legacies, National 
Book Festival, Treasure Talks, New Visitors Experience 등) 의회도서 의 교육  이용자의 수와 형태 의회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른 기 , 기구, 재단과의 
력 연구 로그램의 수 의회도서 의 이용에 향을 미치는 력 혹은 새로운 정의 수 공공 로그램 지원을 한 요청의 형태 는 수

학술연구단체에 의한 
의회도서   로그
램, 자원, 서비스 
이용 증가 로그램

 신규방문객인 학술연구 이용자 비율 신연구체험에 참여 인 이용자와 그룹의 수 학술연구단체를 한 유연한 자료 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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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3 : 의회도서 의 서비스와 자원이용 통한 평생 학습의 질과 창의성을 개선

특정 인구구성 
로그래

 상이 된 인구구성에서의 이용자  청 의 규모와 형태 다양한 인구구성을 상으로 하는 이용가능한 자원들의 형태와 수 의회도서  결과물과 서비스를 달하기 한 형태와 채 의 종
류와 수 개인화되어 이용할 수 있고, 근할 수 있는 의회도서  생산물
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발표의 형태와 수

력  더 나은 의회도서  로그램과 목 을 한 민간과의 력

○ 외 인 요소

  - 다른 기 과의 공동의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은 그런 트 십을 시작하는 조직의 

자발 인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 노력과 트 십을 지원하는 자원의 이용가능

성에도 달려있다. 

4. 조직

의회도서 의 연구결과물과 서비스 달의 효율성과 질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하여 

도서  체 시 지 효과와 유연성을 확 한다.

두 가지 주요 역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추구한다. 첫째, 의회도서 의 작업환경에 있어 

요 부분을 개선하고, 둘째, 의회도서 이 결정을 내리기 해 사용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성과

성과 1 창의성, 효율성, 질을 극 화 하는 문화 , 물리  기술  환경의 최 화 

성과 2 의사결정 과정 개선

○ 략

 략 결과물  서비스 질과 달 효율성 평가

 략 결과물  서비스 질과 달 효율성을 개선

 략 업무흐름을 능률 으로 하기 한 의회도서  반의 사업 기능 개선

 략 통합되고 확고한 정보구조 설계 개발

 략 안 하고 보안되며, 잘 설계된 물리  환경을 제공

 략 서비스  지원부서 간의 커뮤니 이션/계획수립/의사결정 개선

 략 권  있고 유연성 있는 이용의 극 화  강화 추구

 략
서비스  지원 부서 내부 는 간에 공개 인 공동 력 계, 강화  기

를 알리는 문화 유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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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1 : 창의성, 효율성, 질을 극 화 하는 문화 , 물리  기술  환경의 최 화 

직원 만족

 신입직원의 이직률

 도서  반의 커뮤니 이션 실시

 직원의 보수불만제기  인정된 수

정보기술의 

효율성

 컴퓨터, 서버,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한 이용자의 만족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기 해 할당된 시간

 기술  지원의 제공

 IT 이용자 교육

사업 과정의 효율성
 사업과정과 업무흐름을 개선하기 한 도서  반에서 실행된 

최고 실무사례의 수

성과 2 : 의사결정 과정 개선

의사 결정의 

효율성  효과

 정책결정에 있어 합한 계자 투입

 정책 결정의 시의 성

 정책 결정 시행의 시의 성

 정책 결정에 한 기 빈도

○ 외 인 요소

  - 이 목표에 향을 미치는 외 인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5. 인력

공공서비스에 헌신하는 신가들로 구성된 재능 있고 다양한 공동체를 양성한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성과를 달성하기 

하여, 의회도서 의 공공 서비스에 심 있는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개인을 유치하여 고

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세 한 다섯 가지 략을 세웠다.

○ 성과

성과 1
공공서비스를 하여, 인간의 잠재력과 뛰어난 업무수행을 실 하여 인재로

부터 선택받는 직장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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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략 조직의 성공을 헌신하도록 직원을 고무시키는 학습 환경 육성

 략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사명을 지원하는 인사

시스템 개선

 략 필요한 능력과 문지식의 연속성 보장

 략 우수실무사례를 통합시키기 해 인  네트워크에 장기  안목으로 력도모

 략
인력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학습개발 로그램의 이용가능성과 범

 확장

수행 지침 측정 기

성과 1 : 공공서비스를 하여, 인간의 잠재력과 뛰어난 업무수행을 실 하여 

         인재로부터 선택받는 직장으로 인식

필요한 능력과 

성을 갖춘 직원 

채용과 유지

 직원 유지 비율

 결원 충원에 걸리는 시간

 수락된 제안들에 해 확장된 제안들의 비율

  직  요강과 부수 인 직업 분석 비율

 교육과 개발 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

 재 충원된 직  비율

 추가 인 인  자본 유연성을 해 입법부와 규제당국 이용 증가

 도서  반의 리자 개발 로그램 설립

 의회도서 에서 나가는 직원들 상으로 수행되는 퇴직자 면 4) 

비율

인력개발  

직무승계계획 

수립

 재 업무수행계획이 있는 직원 비율

 재 업무수행평가가 있는 직원 비율

 재 개인개발계획이 있는 직원 비율

 교육  개발 로그램에 참여 인 직원 비율

 도서  반의 직무승계계획 설립

 미래 직 와 요구되는 능력의 식별

 미래 직 를 한 능력 차이를 다루는 략 식별

다양한 인력

 결원충원을 한 다양한 지원자와 선정

 문 인 개발 기회에 한 선택의 다양화

 차별시정 로그램을 완료하고 상임 핵심 직 로 이동하는 직원의 수 

 모든 결원 공지를 한 채용정보원 다양화

4) 퇴직자 면 (exit interview) : 퇴직자와의 면 을 통해 퇴직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자 면

의 목 은 퇴직의 원인을 밝 내는 한편 퇴직의 억제를 해 퇴직 정자에게 재의 조직 속에서의 

발 기회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성원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출처: 네이버용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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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인 요소

  - 21세기 인력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하여 선진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기술발 으로 

야기된 새로운 요구와 용은 인력들의 디지털 능력을 디지털 자원의 시 에 맞추

어 고도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강요한다.

  - 가까운 미래에 퇴직할 수 있는 직원의 량 이탈 가능성은 기  사명과 재  미

래의 로젝트  로그램을 해 직원 충원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경 진에게 도

과제이다. 의회도서 은 퇴직하는 인력이 보유한 기 에 한 지식을, 더 많은 과

제를 수행할 신입직원과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달하고 보존하기 하여 한 

략을 갖추어야 한다. 

  - 의회도서 이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인 자원수단  근이 있다는 것은 요하

다. 그  일부는 실행하기 하여 추가 인 입법권한을 요구한다. 의회도서 은 인

자본유연성 제안을 법제화하기 해 의회와 함께 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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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미의회도서  락계획 일정

 2005년 8월

의회도서  략계획수립 진  자문을 해 략계획수립 용역수행자 고용

 2005년 9월～2006년 1월

략계획수립부서가 선임지도자를 입하고 략계획 개발을 한 로드맵을 승인

 2006년 1월～4월

새로운 략 계획을 안하는 과정의 시작을 해 비

 2006년 5월 3일～4일

특정장소에서 략계획수립 회의. 략계획수립 이 안을 한 구조를 개발

 2006년 5월～7월

서비스  지원부서 실무그룹이 안문서를 해 략 계획 구조에 세부사항을 추가

 2006년 8월～2007년 2월

략계획수립 이 실무그룹에서 추가한 내용을 평가하고 토론을 한 략계획 안 개발

 2007년 3월

토의를 한 략계획 안 승인

 2007년 3월～5월

이용자와 직원 의견수렴

 2007년 6월～8월

략계획 안이 최종 으로 마무리되고 의회 사서들이 승인

 2007년 8월～9월

회계연도 2008-2013년 의회도서  략계획서 발간  직원과 계자들에게 배포

 2007년 10월 1일

회계연도 2008-2013년 의회도서  략계획 실행

 2010년 10월

의회도서  략계획 재확인  갱신 개시

【출  처】

  The 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8~2013

  http://www.loc.gov/about/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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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 인증 기준 개정

- 미국도서 회 2008년 1월 15일 채택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문헌정보학 즉, 도서 학  정보학 교육의 질, 신, 가치를 보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보기술의 발 과 사회 환경의 변화, 이용자의 정보추구 행태의 변화 등 시 변화 속에서 

도서 학은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다음 세 를 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그 

답을 알기 해 이번에 개정된 미국의 문헌정보학 석사학  과정 인증 기 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도서 회에서는 1925년부터 학원 과정에 한 인증제를 운 하고 있다. 지 까

지 85개 과정이 인증을 받았으며, 재 57개 학원이 유효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1) 이

번의 인증 기 은 1992년 제정된 것을 두 개의 기간으로 나 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것이다. 

1) Accredited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Masters Programs from 1925 through Present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historical/historicallis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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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p of ALA-Accredited LIS Programs2)

서  론

인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 교육계, 일반   기타 기 이나 조직에 보증하는 

것이다.

즉 학교나 교육과정이 

  (a)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학생이 학습한 성과로써 표 되는 한 교육목표를 가

지고 있는지

  (b) 목표 성취를 합리 으로 기 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c) 실질 으로 목 을 성취할 수 있는지

  (d)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할 수 있는지 보증하는 것이다,

인증은 한 교육 목표와 학생의 학습 성과를 성취하기 한 자원의 효율 인 활용으

로 정의되는 질  수 과 함께 질  평가와 질  강화를 한 차로서 도움을 다.

2) Google Map of ALA-Accredited LIS Program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lisdirb/lisdirectory.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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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서 회 의회(The Council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석사학 를 수

여하는 문헌정보학 학원 로그램을 한 교육 기 을 개발하고 공식화하며 미국도서

회 인증 로그램의 실행에 책임을 지는 인증 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계획

하 다. 미국도서 회 인증 원회는 이러한 로그램을 한 인증기 인 고등교육인증

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에 의해 인정되었다. 

본 문건은 이러한 로그램에 한 기 을 설명한다. “문헌정보학”이란 어구는 기록할 

수 있는 정보, 지식, 서비스 그리고 그 이용과 리를 쉽게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과 련

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정보와 지식의 창출, 달, 식별, 선정, 수집, 조

직, 기술(description), 장,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통합, 보 , 리를 모두 포 한다.

이러한 정의는 문 실무 분야와 련 연구 학문 분야를 통합시킨다. “문헌정보학 학

원(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은 문헌정보학 학원 교육을 목 으로 고등 

교육 기 이 유지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 기 들은 석사 학 를 한 문헌정보학 학원 로그램의 평가 용에 한정되는 것

이다. 로그램 인증을 한 사  필수 조건으로써, 미국도서 회는 모기 이 한 인

증기 으로부터 인증받기를 요구한다. 

학원의 사명은 석사학  로그램의 재검토와 련 있다. 학원이 다른 교육 로그

램을 제공할 때, 그 로그램이 기여하는 바와 련성이 있어야 한다. 학원은 석사학

를 수여하는 1개 이상의 문헌정보학 학원 교육 로그램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로그램의 목 과 목표  로그램은 상호 련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 을 한 요구조건은 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와 형식에 계없이 용된다. 

미국도서 회는 인증 원회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고 교육자를 한 길잡이를 제공한

다. 장차 학생이 될 사람들, 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 그리고 도서  서비스의 질과 

련 있는 일반 들은 수행되는 교육 로그램이 우수한 상태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

다. 동 원회는 공표된 기 을 충족하는 로그램을 확인해 으로써, 문헌정보 서비스 

분야에서의 문직 직원의 질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기 은 지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 평가를 한 기  개발을 통해 우수

성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  반에 걸쳐서 평가의 필수조건은, 교육의 과정과 자원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성과로서 나타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교육의 과정과 자원들의 성

공 인 이용 평가까지를 포함한다. 나아가서, 문헌정보학 석사학  로그램의 인증을 필

요로 하는 기 들은 넓은 기반, 지속 인 로그램 계획, 평가, 개발, 개선에 한 자기 평

가 결과를 활용할 의무가 있다. 

체계 인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지속 이고 활동 으로, 그리고 범 하

게 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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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로그램의 비 , 사명, 목 , 목표, 학습 성과의 계속 인 검토와 개정

  (b) 목 , 목표, 학습 성과의 성취에 한 평가

  (c)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핵심 활동의 재설계와 재조정

  (d) 계획 정책, 로그램, 과정, 평가 활동, 로그램 구성요소의 평가결과에 한 달

효율 이면서 범 하고 체계 인 계획은, 계획을 구성하는 이러한 활동들의 철 한 

공개 인 문서화와 로그램 구성 요소들이 잘 맞물리기를 요구한다. 많은 로그램들이 

계획의 달성 기한 는 명백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공식 계획 문서의 개발을 통해 계획 과

정을 달성한다.

이러한 기 은 문헌정보학 문직을 비시키는 교육 로그램의 핵심 인 특징을 설명

한다. 사업, 실험, 신, 개별 인 로그램의 차이와 련하여, 학원의 권리와 의무 내에

서 기 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들을 식별한다. 이런 기 들은 양

인 측정보다 질 인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 로그램의 인증 목 을 한, 질

인 측정에 기반한 평가는 궁극 으로 숙련되고 능력 있는 평가자의 단과 찰에 달려있다. 

이 문건은 1992년에 작성된 인증기 을 체하며 2002-2007년의 재검토와 재개정 과정 

동안 인증 원회가 요청받은 종합 인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증 원회는 인증 과정을 안내하는 본 기 을 개발하 다. 인증사무국은 웹사이트      

ala.org/accreditation의 Educational Policy Statements 부분에 련 있는 문 기 에서 발표한 

교육정책문건을 제공하고 있다. 학원에서 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며 평가하고자 할 

때 이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은 가장 요한 일이다.

인증 원회는 외부 객원 검토 패 들의 보고서와 학교가 제시하는 증거에 기 하여 

로그램의 인증에 따른 합성을 결정한다. 기 을 수하는 로그램에서 제출한 증거는 

학원의 사명 선언과 로그램의 목   목표에 비해서 평가된다.

로그램의 목 과 목표는 석사학  로그램의 모든 면에서 기본 인 것이며, 교육 

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의 기 가 되고,  그 자체 평가의 토 를 형성한다. 로그램의 목

표는 성취되어야 할 학생의 학습 성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기 의 각 항은 문헌정보학 석사학  로그램의 핵심 인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평가

의 한 부분으로서, 인증 원회는 각 구성요소의 국면을 조사한다. 그러나 최종 단은 학

업 성취와 학업을 한 환경 체와 련 있다. 인증에 련된 결정은 독립된 세부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러한 체 인 것을 평가하는 것에 가깝다. 

미국도서 회 정책 매뉴얼 제60조 제5항3)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 도서  교육”은 문헌정보학 학원 로그램을 통해 학생집단, 교수진, 교과과정이 

사 상인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경력과 정보요구를 반 하도록 장려한다. 이 기 은 미국

도서 회의 그러한 정책의 정신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ALA policy manual. http://www.ala.org/ala/ourassociation/governingdocs/policymanual/policymanual.3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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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명, 목표 그리고 목

  Ⅰ.1 학원 로그램이 사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하는 지속 이고 범 한 체계  

계획 과정의 실행을 통해 학원의 사명과 로그램의 목표가 추구되며, 그 로

그램의 목 이 달성된다.

  Ⅰ.2 로그램의 목표는 학생의 학습 성과로 제시되어야 하고 아래의 사항을 반 한다. 

    Ⅰ.2.1 문헌정보학 분야의 본질 인 특성. 

기록 가능한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의 리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

스와 기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창출, 달, 식별, 선정, 수집, 조직, 기술(記
述), 축 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통합, 보 , 리를 포함한 역을 

연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Ⅰ.2.2 문헌정보학 분야의 철학, 원칙  윤리

    Ⅰ.2.3 유  문 기 들의 공식 문서와 해당 정책 문건에서 확인된 문분야의 특

수 원칙

    Ⅰ.2.4 문헌정보학 분야의 발 을 한 수업과 가르침의 가치

    Ⅰ.2.5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식 기  발 을 한 연구의 요성

    Ⅰ.2.6 다른 분야 지식에 한 문헌정보학의 기여의 요성

    Ⅰ.2.7 문헌정보학 분야에 한 다른 분야 지식의 기여의 요성

    Ⅰ.2.8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룹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포함한 다

양하고 범 한 사회를 한 문헌정보서비스의 역할

    Ⅰ.2.9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서 문헌정보 서비스의 역할

    Ⅰ.2.10 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상자들의 요구

  Ⅰ.3 이러한 기 에서, 각 로그램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단된다. 

학원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개 으로 발표되며, 정기

으로 검토된 로그램의 목 과 목표는 의미 있는 내  외부의 평가를 해 참

고할 수 있는 핵심 인 구조를 형성한다.  

Ⅱ. 교과과정

  Ⅱ.1 교과과정은 목 과 목표에 기 하며, 지속 이고 체계 인 계획 과정에 따라 발

한다. 교과과정은 이 일반 인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인 경험을 통해, 도서

과 정보기   다른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론과 원칙, 실무, 가

치의 연구를 해 마련된다.

  Ⅱ.2 교과과정은 기록 가능한 정보와 지식, 그 이용과 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과 

서비스와 련 있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정보와 지식 창출, 달, 식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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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조직, 기술(記述), 축 ,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통합, 보 , 리 등

을 포 한다.

  Ⅱ.3 교과과정

    Ⅱ.3.1 교과과정은 서비스 제공 역할을 자신 있게 책임질 문헌정보학 문가 개발을 

장려한다.

    Ⅱ.3.2 교과과정은 련 분야에서의 기  연구  응용 연구의 결과를 반 한 진화

하는 지식의 핵심 역을 강조한다. 

    Ⅱ.3.3 교과과정은 이론, 응용, 그리고 기술의 이용을 통합한다.

    Ⅱ.3.4 교과과정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룹들의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

회의 요구에 응한다. 

    Ⅱ.3.5 교과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하의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한다. 

    Ⅱ.3.6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장래 발 을 한 방향을 제시한다.

    Ⅱ.3.7 교과과정은 끊임없는 문성 성장을 한 참여를 장려한다.

  Ⅱ.4 교과과정은 학생들을 해, 학원이 수립한 로그램 필요조건 내에서 학생의 

개별 인 요구, 목   포부를 충족시키며, 생산 인 직업 경력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과정은 하고 력 인 학  과정 로

그램, 학제 인 교과학습과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 다른 유사한 활동들을 포함

한다. 교과과정 내에서 학습 내용과 계열성의 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Ⅱ.5 로그램이 문화된 분야에서의 활동과 서비스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문화된 학습경험은 문헌정보학의 일반 인 기  에 형성된다. 문화된 학습

경험은 련 있는 문 기 들이 개발한 지식과 능력에 해 명시한 것을 반

한다.

  Ⅱ.6 교과과정은 학원이 선정한 제공 형식이나 장소와 계없이 이러한 기 을 따

른다.

  Ⅱ.7 교과과정은 계속해서 재검토되고 새로운 것에 해 수용 이어야 한다. 교과과정

의 평가는 지속 으로 사정되어야 하며, 개선과 장래를 한 계획 수립에 사용된

다. 교과과정의 평가는 학생의 성취도와 그에 수반된 성과를 포함한다. 평가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자들, 즉 학생, 교수진, 고용주, 동문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다.  

Ⅲ. 교수진

  Ⅲ.1 학원은 로그램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교수진을 구성한다. 임 교수진은 모

기  내에서 학원 교수진 임용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 교수진은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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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서비스 활동, 연구, 교수 등 핵심 역할을 실행할 다양한 문성과 수

인 면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Ⅲ.2 학원은 임용  승진, 가르침과 연구  수업에 신 장려,  학습과 연구 환

경을 활성화 하는 규정을 통해서 가르침, 연구, 수업에 최우선 순 가 있음을 실

제로 증명한다.

  Ⅲ.3 학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진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가진다. 명시

이고 공정한 교수진 인력 정책과 차는 출 되어, 이용가능하며, 실행된다.

  Ⅲ.4 각 교수진 구성원의 자격은, 가르치는 분야에서 정하는 능력, 기술 인식, 효율

성 있는 가르침, 한 조직에 활발한 참여 등을 포함한다.

  Ⅲ.5 각 임 교수진 구성원들을 하여, 자격은 연구 는 다른 한 학문  성취

에 한 지속 인 기록을 포함한다. 

  Ⅲ.6 교수진은 다양한 학술 기 에서 고등 학 를 받아야 한다. 교수진은 다양한 배경

지식,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 로그램 내용을 포 하는 특화된 

지식 등을 실제로 증명한다. 그리고 교수진은 학문 인 계획과 평가 분야에서의 

능력을 증명하며, 실력 있고 타당한 련 경력들을 보유하며, 다른 학문분야의 

교수진들과 상호작용하며, 문헌정보학 분야와 하고 끊임없는 을 유지한

다. 교수진은 로그램 목 의 성취를 강화하는 지 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로그램의 제공 장소와 형식과는 계없이 교수진에게 용된다.

  Ⅲ.7 교수진 임용은 교수 개인의 심과 능력, 로그램의 필요성과 련이 있다. 이

러한 임명은 교육의 질이 임명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고, 교수진이 가르

치고, 학생들과 상담하고, 연구하며, 문성을 개발하고, 제도 이고 문 인 서

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 한다. 

  Ⅲ.8 교수진의 조직 인 평가를 한 차를 마련한다. 평가는 가르침,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취와 신을 고려한다. 용할 수 있는 기  정책 내에서, 교수진, 

학생, 그리고 그 외 사람들도 평가 과정과 련된다.

Ⅳ. 학생

Ⅳ.1 학원은 학생모집, 입학, 학자  출, 직업소개  로그램의 목 과 목표, 

학원의 사명과 일치하는 학문 , 행정  정책들을 학생들을 해 공식화한다. 

학원은 다양한 북미지역 공동체를 반 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집단의 구성은 로그램의 목 과 목표, 학원의 사명과 일치하는 학

습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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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학생과 일반 에게 학원과 그 로그램에 한 정확하고 쉽게 근할 수 

있는 행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로그램의 목 과 목표에 한 공

지, 교육과정 설명, 교수진 정보, 입학 조건, 학자  출 이용가능성, 학생 성과 

평가 기 , 직업소개 지원, 다른 정책들과 차들이 포함된다. 학원은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는 차를 홍보한다.

Ⅳ.3 행정을 한 기 은 일 성 있게 용된다. 학원 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인증된 기 에서 학사 학 를 받는다. 입학 철회 기  는 필수과목에 

한 정책과 차는 분명하게 공지되고 일 성 있게 용된다. 학문 , 지 , 기타 

자격이 로그램 상자들, 로그램 목표  목 , 개인의 직업 목표와 련되기 

때문에, 지원자 평가는 이러한 자격들의 종합 평가에 기반 한다. 기 의 정책과 

로그램의 체계 내에서, 로그램을 한 입학 정책은 지원자들이 로그램 과

정을 성공 으로 마칠 수 있고 그에 수반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흥미, 재능,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Ⅳ.4 학생은 학원이 설정한 로그램의 필수조건 계 내에서 충족되는 개별 인 

요구, 목 , 포부를 가능하게 하는 일 성 있는 학습 로그램을 수행한다. 학생

은 자신의 성취에 하여 체계 인 다면평가를 받는다. 학생은 지도, 상담, 직업 

소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속 인 기회를 가진다. 

Ⅳ.5 학원은 체 학습 경험의 결정과 정의에 학생의 참여를 육성하는 환경을 제공

한다. 학생은 학생 조직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받고 학문 인 일과 학생 일상사에 

향을 미치는 정책의 공식화, 수정, 실행에 참여한다. 

Ⅳ.6 학원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로그램 개발에 용한다. 로그램의 학

문  정책, 행정  정책과 학생과 련된 활동 등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조

직 으로 평가하기 한 차를 수립한다. 용할 수 있는 기  정책 내에서, 교

수진, 학생들, 직원 그리고 그 외 사람들도 평과 과정과 련 된다.

Ⅴ. 행정과 재정 지원

Ⅴ.1 학원은 기  내에서 완 하면서  특색 있는 조직단 이다. 모기 의 일반 지

침 안에서 학원은 로그램의 지  내용, 교수진의 선정과 승진, 학생 선발을 

결정하는 자치권을 충분하게 보장받는다.

Ⅴ.2 학원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은 모기  내의 필 하는 다른 조직 단 가 행하

는 것과 같이 정책결정구기나 자문 원회에 표로 활동하는 동일한 기회를 가

진다. 학원과 다른 학문 조직 단 와의 행정상 계는 지  환경을 강화하고 

학제 인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행정상 계로 모기 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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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가 활성화된다.

Ⅴ.3 로그램의 책임자는 모기  내 비슷한 조직단 의 수장에 필 하는 직함, 지 , 

권한을 가진다. 로그램의 책임자는 교수진에게 요구되는 것에 상당하는 학문  

자격에 더하여, 리더십, 기술, 행정  능력, 경력,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해 필

요한 학문  환경과 문헌정보학 분야 발 에 한 이해 등을 갖춘다. 학원의 

책임자는 학원의 사명과 로그램의 목 , 그리고 목표의 성취 추구를 강화하

는 지 인 환경을 육성한다. 그러한 환경은 한 다른 학술 조직단 와 함께 교

수진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문화된 학생들이 문헌정보학 분야로 진

출하는 것을 장려한다.

Ⅴ.4 학원 행정부와 그 외 직원들은 책임자와 교수진이 책임을 수행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한다. 직원은 학원의 사명과 로그램의 목   목표 수행에 기여한

다. 기 의 체계 안에서, 학원은 교수진과 책임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유능한 

의사결정과정을 사용한다. 교수진과 책임자는 정기 으로 이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Ⅴ.5 모기 은 이러한 기 에서 설명되는 일반 원칙과 일치하는 문헌정보학 교육을 

유지하고 발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한다. 지원의 수

은 재정상 실행 가능성에 한 합리 인 기 치를 제공하고 교수진과 행정직, 보

조 직원의 수, 교육용 자원, 가르치고 연구하고 수업하는 학원 로그램 실행

에 필요한 시설과 련된다. 

Ⅴ.6 로그램 책임자, 교수진, 그 외 직원의 보수는 그들의 교육, 경력, 책임, 성취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다. 보수는 로그램의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

한 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며,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Ⅴ.7 연구 로젝트를 한 기  자 , 문성 개발, 출장, 유  휴가는 기  내의 다

른 조직 단 와 같은 수 으로 사용한다. 모기 에서의 학생의 학자  출은 기

 내의 다른 조직 단 와 같은 수 으로 이용할 수 있다. 

Ⅴ.8 학원의 체계 인 계획과 평가 과정은 자체 행정 정책  회계 정책, 재정지원

에 한 검토를 포함한다. 용 가능한 기  정책 내에서, 교수진, 직원, 학생, 그 

외 사람들도 모두 평가 과정과 련된다. 평가는 미래에 한 계획과 개선을 

해 지속 인 심사에 활용된다. 

Ⅵ. 물리  자원과 시설

Ⅵ.1 로그램은 자체 목 의 성취에 충분한 물리 인 자원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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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물리  시설은 학생과 교수진을 해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물리  시설

들은 연구, 가르침, 서비스, 상담, 의사소통을 한 기회를 강화한다. 물리  시설

은 학원 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  형태와는 계없이, 효율 이고 효과

인 운 을 진한다.

Ⅵ.3 학생과 교수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수업과 연구  교육용 설비는 도서

과 멀티미디어 자원  서비스, 컴퓨터와 다른 정보 기술, 독립  연구를 한 

편의 설비, 미디어 생산 시설에 한 이용을 포함한다. 

Ⅵ.4 도서 , 미디어 센터, 정보기술기   기타 모든 지원기 이 로그램을 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원은 필요 정도에 따라 요구  문 이용 수 을 충족시

켜야 한다.

Ⅵ.5 학원의 조직 인 계획과 평가 과정은 로그램의 제공을 한 물리  자원과 

설비에 한 근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 용 가능한 기  정책 내에서, 교수

진, 직원, 학생  그 외 사람들도 평가 과정에 포함된다. 

맺는 말

1992년  기 의 개정은 두 단계 기간동안의 구성원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5년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개정 을 제공하게 된 원동력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투입에서 나

왔다. 1) 문헌정보학 분야로부터의 심 표명, 2) 기 검토분과 원회(Standard Review Subc

ommittee)에서 발표한 2002년 보고서(보고서에 재개정 목표와 련하여 외부 검토 패  구

성원들의 에서 본 평가 포함), 3) 만족스런 방식으로 기 을 다루기 해 로그램에

서 되풀이되는 실수 는 혼란에 련하여 인증 원회 원들의 집단 인 경험 등이다.

기 의 서론 부분은 문헌정보 분야의 문  실무와 그와 련된 학문과 연구 분야를 

설명하고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학원”을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보학석사, 도

서 직석사(Master of Librarianship), 도서 학석사, 정보자원 리학석사, 다른 유사한 이름

의 학  등을 포함하여 학 명과 련 없이 문헌정보 분야의 심분야를 다루는 어떠한 

석사 학  로그램이라도 학원이 인증을 해 제출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 학원(school)”이라고 불리는 단 는 학 내에서 자치권이 있는 단과 학, 혹은 단과 

학에서 한 과로, 그 지 않으면, 기  내에서 하게 조직될 수 있다. 

기 이 석사 학  수 의 교육 로그램에 단독으로 용될 때, 학원이 제공하는 다

른 로그램의 사명, 목표  목 이 석사 학  로그램을 검토할 때 연 된다.

기 은 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나 구성요소, 혹은 로그램  구성요소가 달되는 

수단, 를 들면 성방송, 폐쇄회로 텔 비 (CCTV) 등이 단순히 체 로그램의 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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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서 인증 과정과 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기 은 원격 교육을 크게 격찬하

지도 경계하지도 않는다. 인증의 목 을 해, 로그램은 로그램의 제공 장소나 형식과 

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기 은 선언 으로 진술되며, 인증을 받기 해서는 우수한 질  수 을 달성하는 방식

이 상세하지 않더라도, 질  수 이 높은 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를 들면 “탁월성”

이란 용어는, 기 이 교육 로그램에서 탁월성 성취를 장려하도록 의도한다는 것을 나타내

기 해 사용된다. 

기 은 신을 강조하고 활동 인 역할을 장려하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성장과 장래 발

을 고려한다. 

기 은 지속 인 평가 과정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명백하게 지시한다. 인증은 체 로

그램의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기 의 특정 구성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기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단일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것이 로그램이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 에서 사용된 연구라는 것은 (1)다양한 학문  활동을 넓게 포 하고, (2) 한 수단

을 통해 결과를 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수진”이란 말이 사용될 때, 기 은 임  시간제 교수진 구성원들을 포함한 체로

써 교수진에 용된다. 교수진의 일부에 한 언 은 특별히 “ 임” 는 “시간제” 교수진 

구성원, 는 “각각의” 는 “개별 인” 교수진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로그램의 목 과 목표를 마련하고, 교과과정을 설계하며, 교수진과 학생들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과정 동안에, 범 한 용어로 정의된 다양성을 인식시키기 해 명백히 다양한 

사회의 본질을 기  반에 걸쳐 언 하 다.

개정 당시 논의되었던 가장 요한 쟁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성, 조직  계획, 학생 학습 성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의,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른 캠

퍼스 단 와의 상호작용, 원격 교육, 세계화, 경 , 복수 학  로그램, 가치, 윤리 등이다.

인증 원회가 이용한 자료를 입수하기 한 지원은 인증사무국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인증 차에서 사용되는 문건뿐만 아니라 석사 학  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를 

알기 해 사용될 수 있는 유  문기 에서 개발한 교육 정책 문건도 있다.

[출  처]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accredstandards/standards_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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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인증 관련 교과과정 비교를 통한 사서핵심능력 예비 분석

- 미국도서 회 2006년 2월3일 발표, 2006년 2월10일 수정 발표

Draft Proposed ALA Core Competencies Compared to 

ALA-Accredited, Candidate, and Precandidate Program 

Curricular: A Preliminary Analysis

1. 서  론

이 비분석연구는 미국도서 회(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증한 문헌정보

학 석사학  로그램1)이 최근 제안된 사서의 핵심능력선언 안(부록 A 참조)과 일치하는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2).

1) 도서 연구소 웹진 제11호 정책자료 문헌정보학 석사학 과정 인증 기  개정  참고

2) 1999년 제1차 미국 문직교육회의(First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는 미국도서 회가 직업에 

한 핵심능력을 확인하고 미래의 제 럴리스트(generalist)를 한 핵심능력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steeringcommittee.htm 

   1999년 9월 미국도서 회장 Sarah Long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심 있는 사람들이 재검토하는 사서핵

심능력선언 안을 작성하기 해 태스크포스를 임명하 다. 사서핵심능력 태스크포스는 선언 안을 

개발하 고, 2000-2001 미국도서 회 동계회의에서 선언에 한 공청회를 개최하 다. 개정된 선언은 

2002년 동계회의에서 미국도서 회 이사회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2002년 연례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

었다. 다음 사이트 참고.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tfcore.htm 

   2002년 연례회의에서 미국도서 회 이사회는 미국도서 회 인증 원회  미국도서 회 교육

원회에 2002년 안에 한 논의를 활성화하도록 요구했다. EBD#8.8.을 참고. 2004년 동계회의에서 인증 원

회와 교육 원회는 이사회에 논의 진을 한 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다음 사이트  참고 

http://www.ala.org/ala/ourassociation/governanceb/executiveboard/ eboardagenda/mw2004/EBD10_3.doc.

   이 계획은 핵심능력선언 안을 검토하고 편집을 한 문가의 고용을 포함하 는데 문가는 간단한 선언

과 논의 질문들을 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문건은 다시 인증 원회와 교육 원회로 2005년 연례회에 

달되었다.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b/Draft_Core_Competencies_07_05.pdf.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연구는 그 문건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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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서 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석사학  로그램을 운 하는 56개 기   53개 

기 (94.6%)이 여덟 가지의 핵심능력 모두를 다루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만일 사서핵심

능력선언 안에 미국도서 회가 채택한 핵심능력이 제안되었다면, 탄력 인 기  하에

서, 로그램은 재 하고 있는 방식 로 핵심능력과 일치하는 교과과정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서 회의 설명 인 인증 기 은 “모기 의 가치와 일치하고, 학의 문화와 사

명과 일치하며, 로그램의 목표와 목 과 일치된”(인증기  I)3) 방식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로그램을 인정한다. 미국도서 회 기 은 인증된 로그램의 사명, 목표 

 목 에 “철학, 원칙  문헌정보학 분야의 윤리를 반 ”(인증기  II)할 것을 요구한다. 

 교과과정이 “생산 인 직업 경력을 해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육성”(인증기  III)하도록 

요구한다. 미국도서 회가 인증한 로그램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며, 각 기 이 요구

하는 기타 많은 요소도 역시 충족한다.

2.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개 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원만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인쇄물에 수록된 교과과정 설명서, 온라인 학원 소식지, 요람이 주된 정보원이었

다. 온라인 강의계획서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한 참조하 다.

교과과정의 제목과 설명내용이 특정 핵심능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

내지 못할 때는 그 교과과정이 핵심능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컨 , 모

든 “도서 학개론(Introduction to Librarianship)”으로 개설된 과목은 직업윤리를 다룬다. 그

러나 과목소개나 강의요목에서 윤리에 해 특별한 언 이 없다면, 그러한 교과과정은 “직

업윤리”의 핵심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교과목의 수, 과목의 이름, 학 취득을 해 교과목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등에 하여 

미국도서 회의 인증 로그램, 후보 로그램, 비후보 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기록하

다. 그런 다음, 여덟 개 로그램의 소규모 무작  추출 표본에 해, 2005년 가을학기에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과목을 임교수진이 가르쳤는지를 기록하 다. 이 정보는 표로 정

리되어 부록 B에 실려 있다.

3. 결  론

2005년 11월, 미국도서 회 인증 원회는 핵심능력 안의 최종 에 하여 비 회신

3) 도서 연구소 웹진 11호 정책자료 문헌정보학 석사학 과정 인증 기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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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 다. 원회는 사서와 다른 정보 문가들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경험”을 

반 한 능력의 요성을 인정하 고, 제안된 핵심능력에 포 인 연구법(approach)을 용

하 다는 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 다. 그러나 원회는, 제안된 능력이 우리가 보통 알

고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한 개인 인 능력”

을 반 하고자 한다면, 핵심능력 선언은 교육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어떻게 효과 으

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해 다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언 하 다. 

컨 , 개인이 “지식 조직”의 핵심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문에 명백하

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를 장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기 한 기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과 기타 사항들이 2005년 11월 

Mary Ghikas 미국도서 회 선임부부장(Senior Associate Executive Director)에게 달되었

다. 이는 사서의 핵심능력(안)에 한 논의를 진하기 한 미국도서 회의 인증 원회

와 교육 원회의 지속 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원회와 함께 공유하기 한 것이다.

4. 데이터 표  논의 1

사서의 핵심능력  가장 빈번하게 필수과목으로서 채택되는 과목은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이다. 이것을 통 으로 말하면 목록작성(Cataloging)4)에 해당한

다. 이 과목은 미국도서 회가 인증한 56개 로그램  53개(94.6%) 로그램에서 학생

들의 학 취득을 한 과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은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과목이 뒤따르는데 45개(80.4%)의 인증 로그램에서 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다음 순 는 “지식유통: 서비스(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과목으로 41개(73.2%)의 

인증 로그램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지식탐구: 연구(Knowledge Inquiry: 

Research)”와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과목은 37개 인증 로그램에서 필수과목

으로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을 바짝 뒤따르는 것은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과

목으로 36개 인증 로그램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원구축(Resource 

Building)” 과목은 26개(46.4%) 인증 로그램에서,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과목은 25개(44.6%) 인증 로그램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비교  가장 게 개설된 핵심능력이다.

4) 이는 2004년 Karen Markey의 연구에서 밝 진 데이터와 일치한다. Markey, Karen.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i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pp. 3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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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수과목을 통해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인증 로그램의 수

구    분
직업
윤리

자원
구축

지식
조직

기술
지식

지식유통
: 서비스

지식 
축 :

교육   
평생학습

지식 
탐구: 
연구

기
경

미국도서 회 
인증 로그램

45 26 53 37 41 25 37 36

인증 로그램 후보 1 0 1 0 1 0 1 0

인증 로그램 
비후보

1 0 1 0 0 0 0 1

합    계 47 26 55 37 42 25 38 37

5. 데이터 표  논의 2

56개 인증 로그램 100%가 “자원구축”, “지식조직”, “기술지식”, “지식유통: 서비스”,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지식탐구: 연구”, “기 경 ”을 다루기 해 필수과목 는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48개(5.7%) 인증 로그램이 “직업윤리” 과목을 필수

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에서 3개 로그램만이 “직업윤리”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표 2> 필수  선택과목을 통해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인증 로그램의 수

구  분
직업

윤리

자원

구축

지식

조직

기술

지식

지식유통

: 서비스

지식 축 :

교육   

평생학습

지식탐구: 

연구

기

경

미국도서 회 

인증 로그램
48 56 56 56 56 56 56 56

인증 로그램 후보 1 1 1 0 1 0 1 1

인증 로그램 

비후보
1 1 1 1 1 1 1 1

합  계 50 58 58 57 58 57 58 58

6. 데이터 표  논의 3

미국도서 회가 인증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56개 기   53개가 선택 는 필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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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하나를 통해 제안된 핵심능력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8개 기 만이 필수과

목을 통해 제안된 능력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도서 회 인증 기 을 반 하는 것

이며, 이것은 “교과과정이 다양한 교육 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론, 원칙, 실무와 

도서   정보기 에서의 서비스 규정에 필요한 가치”(인증기  II)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다. 그러나 인증 기 은 어떤 특정 교과과정 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 신에 “생산 인 직

업경력을 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 육성”(인증기  III)하기 한 로그램은 허용한다.

<표 3> 체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과목 유형별 로그램 수

필수과목만으로 충족 선택  필수 과목으로 충족

미국도서 회 인증 로그램 8 53

인증 로그램 후보 0 1

인증 로그램 비후보 0 1

합    계 8 55

7. 데이터 표  논의 4

2005년 가을학기에 제안된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과목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8개의 로그램을 표본으로 추출하 다. 각 표본 로그램은 여덟 가지의 제안된 핵심

능력  하나인 ‘지식유통: 서비스’ 과목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핵심능력  5개(직업윤

리, 지식조직, 기술지식,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기 경 ) 과목은 8개의 로그램  

7개(87.5%)가 2005년 가을학기에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가지(자원구축, 지식탐구: 연

구) 핵심능력은 8개 로그램  각각 5개(62.5%) 로그램, 6개(75%) 로그램이 제공하

고 있었다.

인증기 은 모든 과목이 매학기 혹은 매년 제공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증

기 에 의하면 “교과과정은 목 과 목표에 기 하며, 지속 이고 체계 인 계획과정에 따

라 발 ”(인증기  II) 되는 것과 “학생들에게 일 성 있는 학습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인증기  II) 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체 으로 볼 때, <표 4>의 무작  

로그램 표본은, 미국도서 회 인증 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이 제안된 핵심능력과 일치

하는 학습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모든 로그램을 상으로 

장기 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 보고서를 해 조사한 표본보다 더 결정 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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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개 조사기   2005년 가을학기에 사서의 핵심능력을 다루는

필수  선택과목을 개설한 기  수

구  분
직업
윤리

자원
구축

지식
조직

기술
지식

지식유통
: 서비스

지식 축 :
교육   
평생학습

지식 
탐구: 
연구

기
경

필  수 6 4 7 5 5 3 5 4

선  택 1 1 0 2 3 4 0 3

합  계 7 5 7 7 8 7 5 7

8. 데이터 표  논의 5

2005년 가을 학기에, 제안된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강의가 개설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표본으로 삼은 동일한 8개 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는데, 그러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

수의 지 를 포함하여 수집하 다. 4  핵심능력(직업윤리, 지식조직, 지식유통: 서비스, 지식

탐구: 연구)에 해서는 모두 임 교수진이 강의를 하 다. 인증 기 은 임 교수진이 “

로그램에서 필요한 서비스 활동, 연구, 교수 등 핵심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성

과 인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인증기  III)을 요구한다. 제안된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교과

과정에 해 명시된 항목을 통한 한정된 조사로는 그러한 요건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사된 은 수의 과목과 로그램 표본에서는 보조 교수진이나 시간제 교수진보다는 임교수

가 제안된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8개 조사기   2005년 가을학기에 사서핵심능력을 다루는

필수  선택과목을 강의하는 임 교수진이 있는 기 수

구  분
직업
윤리

자원
구축

지식
조직

기술
지식

지식유통
: 서비스

지식 축 :
교육   
평생학습

지식 
탐구: 
연구

기
경

필  수 6 4 7 4 6 1 5 2

선  택 1 0 0 1 2 2 0 1

합  계 7 4 7 5 8 3 5 3

【출  처】

  McKinney, Renee D., Draft Proposed ALA Core Competencies Compared to ALA-Accredited, 

Candidate, and Precandidate Program Curricular: A Preliminary Analysi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b/Core_Competencies_Comparis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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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사서의 핵심능력선언 안 

           - Draft Statement Of Core Competencies (2005년 7월)

※ ALA 인증 관련 교과과정 비교를 통한 사서핵심능력 예비 분석의 부록자료입니다.

서  론

사서가 되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지난 세기 입에 최 의 도서

학 학교가 설립된 이래 도서 학 내에서 지속 인 토론 주제가 되어왔다. 도서  교육

자, 고용주  학생들 한 “핵심능력”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둘러싼 화에 공헌해왔다. 

도서 과 사서들의 표 변자인 미국도서 회는 도서   정보 문직들이 이러한 개

념을 발 시키는 것에 활발한 도움을 주었다. 

이론과 실무에 한 오랜 토론 반에 걸쳐, 기술의 범 와 특성이 도서 학의 핵심 인 토

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열거된 능력들은 특정 시 과 계없는 용어로 표

되었으며, 재의 문성을 반 하 고, 가까운 장래에도 핵심능력을 계속해서 정의내릴 수 

있도록 하 다. 사서의 핵심능력선언은 미국도서 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분야 학원을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

다거나 경험 많은 사서들이 장에 해 알고 있는 것을 범주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특별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문가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일반사서

(generalist)의 지식과 기술을 반 한다. 체 으로 보면, 이 선언은  사회에서 사서나 정보 

문직에게 기 가 되는 발 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도서 회

사서의 핵심능력선언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  기본 인 원칙들을 안다.

민주주의 원칙, 지  자유  사고의 다양성을 진하여 도서   정보 문직의 역

할을 이해한다.

 자원구축(Resource Building)

특정 자료 혹은 정보 컬 션의 개발, 평가, 선정 등과 련된 기본 개념, 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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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문제를 안다.

정보자원의 컬 션 는 특정 자료의 수집을 한 효과 인 방법에 해 개념 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정보의 장, 보존, 복원에 한 기본 원칙을 알고 있다. 

 지식조직(Knowledge Organization)

지식과 정보 구조의 조직과 재 에 련된 기본 원칙들을 용할 수 있다.

정보 구조를 제어하고 구축하기 해 사용되는 표 과 방법의 체계를 알고 있다.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재의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련 기술들이 도서   기타 정보제공기 의 자원과 

이용에 향을 주기 때문에, 련된 기술들을 이해함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기술기반 결과물과 서비스의 규격, 경제  향력  효율성 평가와 사정에 련된 

개념  차에 해 기본 인 지식을 갖는다.

련 신을 인식하기 해 신흥 기술을 지속 으로 따라가고 분석하기 하여 이용

된 기술의 원칙을 이해하고 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표 , 유력한 서비스 표   문 애 리 이션과 일 된 도구들을 

숙련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지식유통: 서비스(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개인 혹은 그룹 이용자를 한 정보 근, 련성, 정확성을 진하는 서비스 개념, 

원칙  기술들을 알고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개인 혹은 그룹 이용자를 해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평가하고 통

합할 수 있다.

정보자원 이용 상담, 매개  안내를 제공하기 하여 개인 혹은 그룹 이용자들과 

함께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 요구와 선호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응할 수 있다.

한 서비스와 자원 응답의 설계와 실행을 해 새로 나타나거나 오래된 기존 상

황, 환경  조건에 한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정보자원 이용 상담, 개  안내를 제공하기 하여 개인 혹은 그룹 이용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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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기 인 학습 이론, 교수(敎授)방법  성과 측정에 해 알고, 이러한 것들을 도서

  다른 정보제공 기  내에서의 학습 상황에 용할 수 있다.

정보 추구에 한 교수(敎授)와 학습, 평가, 이용 개념, 차, 기술과 련된 원칙들을 

이해한다.

우수한 서비스의 원칙이며 지속 인 문성 개발을 한 개별 지침인 계속교육과 평

생학습의 요성을 인식한다.

 지식탐구: 연구

도서   정보 분야에서의 연구, 연구방법, 연구 결과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분야 

 련 분야에서 재 유포되는 문헌에 해 인식하고 있다.

도서   정보 환경의 재 는 잠재  가치의 연구, 조사  데이터 수집 설계의 

기본을 정통하게 안다.

 기 경

도서 이나 다른 정보제공기 의 계획, 경 , 평가의 기본 원칙들을 안다.

재 리 유행하는 도서 , 정보 문직의 유형을 인식하며, 정보제공환경에 하여 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   개인의 변화 략과 옵션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에 한 지식을 드러낸다.

그룹작업, 공동 력, 문 인 수 의 발표에 필요한 말하기  쓰기 커뮤니 이션 

기술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트 십을 구축하기 해 공동 력, 네트워크, 이해 계가 있는 조직 내의 기타 연

결을 한 배후 개념과 방법을 이해한다.

다양한 이해 계자에게 사할 능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특정 에게 사하고, 개념이나 서비스를 진하는 것과 련된 기본 원칙을 이

해한다.

【출  처】

  Draft Statement Of Core Competencie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b/Draft_Core_Competencies_07_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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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Alabama

Course Name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ourse 
Number

LS 501 LS 505 LS 500 LS 560 LS 501 LS 542 LS 502 LS 508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Elective Yes Elective

Fall 2005 
Taught By

FT FT FT FT FT Adjunct FT Adjunct

Albany

Course Name
Information 
Environment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Organization

Fundamental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Theory and 
Techniques

Research 
Methods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Agencies

Course 
Number

ISP 601 ISP 606 ISP 602 ISP 523 ISP 605 ISP 649 ISP 608 ISP 614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Elective Elective Yes Yes

Alberta

Course Nam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ol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Professionals

Research 
Method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Leadership and 
Management 
Principl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urse 
Number

LIS 501 LIS 531 LIS 502 LIS 506 LIS 503 LIS 526 LIS 505 LIS 504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Yes Yes

부록 B : 사서의 핵심능력을 한 교과목 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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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Arizona

Course Name
Ethics for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Evalu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Research 
Methods I

Management of 
Information 

Services

Course 
Number

IRLS 520
IRLS 

524/560/622
IRLS 501 IRLS 471 IRLS 504 IRLS 585 IRLS 506

IRLS 
502/581/608/61

3

Required/Core?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Yes Yes

British 
Columbia

Course Name

Foundations of 
Information-Bas

ed 
Organizations

Collection 
Management

Foundations of 
Bibliographic 

Control

Found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s of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Foundations of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Research 
Methods in 

Libraries and 
Archives

Management of 
Libraries and 

Archives

Course 
Number

LIBR 560 LIBR 520 LIBR 510 LIBR 500 LIBR 540 LIBR 540 LIBR 590 LIBR 57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Yes Yes Yes

Buffalo

Course Name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Control of 

Recorded 
Informatio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Reference 
Sources and 

Services
User Education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Agencies

Course 
Number

LIS 505 LIS 587 LIS 571 LIS 506 LIS 518 LIS 523 LIS 575 LIS 581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Yes

UCLA

Course Name

Ethics, 
Diversity, and 

Change in 
InformationProf

essions

Various 
Bibliography 

Courses

Information 
Structures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in 
Society

Information in 
Society

Research 
Methods

Management 
Issues in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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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Course 
Number

IS 201 IS 260 IS 270 IS 200 IS 200 Varies by topic IS 41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Yes Yes Yes

Fall 2005 
Taught By

Not offered Not offered FT Not offered FT FT Not offered Not offered

Catholic

Course Name
Libraries and 
Information in 

Society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System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nagement

Course 
Number

LSC 557 LSC 608 LSC 551 LSC 555 LSC 553 LSC 820 LSC 746 LSC 607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Fall 2005 
Taught By

Full-time Not offered Full-time Adjunct Full-time Adjunct Not offered Adjunct

Clarion

Course Name
Introduction to 
the Information 

Professions

Developing 
Library 

Collections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Library 
Automation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troduction to 
Research in 

Library Science

Various 
Management 

Courses

Course 
Number

LS 504 LS 501 LS 502 LS 573 LS 500 LS 500 LS 550
LS 

530/531/532/53
3/569

Required/Core? Yes Yes Yes Elective Yes Yes Yes Yes

Dalhousie

Course Name
Information in 

Society
Collections 

Manage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pplications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ources and 

Retrieval

Users and 
Services

Research 
Method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Strategy

Course 
Number

LIBS 5500 LIBS 6560 LIBS 5515 LIBS 5505 LIBS 5530 LIBS 6500 LIBS 5520 LIBS 557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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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Denver

Course Name
Professional 

Principles and 
Ethical Issues

Col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Access and 
Retrieval

Reference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User

Educational 
Research and 
Measurement

Management of 
Information 

Organizations

Course 
Number

LIS 4020 LIS 4321 LIS 4010 LIS 4011 LIS 4306 LIS 4000 QRM 4910 LIS 4040

Required/Core? Yes
Core for some 
concentrations

Yes Yes
Core for some 
concentrations

Yes Yes Yes

Dominican

Course Name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Reference and 
Online Services

Library User 
Instruction

Special Studies 
in 

Librarianship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Course 
Number

LIS 701 LIS 748 LIS 703 LIS 750 LIS 704 LIS 764 LIS 801 LIS 77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Yes

Drexel

Course Name

Professional 
and Social 
Aspects of 
Information 

Services

Collection 
Development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II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I and 

II

Instructional 
Role of the 
Information 
Specialist

Action 
Research

Managing 
Information 

Organizations

Course 
Number

INFO 520 INFO 665 INFO 511 INFO 503 INFO 510/511 INFO 688 INFO 515 INFO 64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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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Emporia

Course Name
Foundations of 

Information 
Transfer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ing 
Information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Theoretical 
Foundations of 

Service

Assessing 
Information 
Needs and 
Evaluating 
Information 

Services

Research and 
Inquir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rganizational 
Theories for 

Administering 
Information 
Agencies

Course 
Number

LI 801 LI 855 LI 814 LI 812 LI 802 LI 811 LI 810 LI 805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Yes Yes Yes

Florida State

Course Nam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Policy

Management of 
Information 
Collections

Information 
Organization

Introduction to 
Data Network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ssessing 
Information 

Needs

Instructional 
Role of the 
Information 
Specialist

Research in 
Information 

Studies

Management of 
Information 

Organizations

Course 
Number

LIS 5411 LIS 5511 LIS 5703 LIS 5484 LIS 5203 LIS 5524 LIS 5271 LIS 5408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Yes Yes

Hawaii

Course Name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lection 
Development

Basic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Library 
Automation

Introduction to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Teaching 
Information 
Technology 

Literacy

Seminar in 
Research in 
Librarianship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Course 
Number

LIS 610 LIS 615 LIS 605 LIS 672 LIS 601 LIS 665 LIS 695 LIS 65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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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Illinois

Course Name
Libraries, 

Information, 
and Society

Collection 
Development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Access

Intro to 
Network 
Systems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Use and Users 
of Info 

Data Analysis 
for LIS 
Researc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Course 
Number

LIS 502 LIS 590CD LIS 501 LIS 505 LIS 504 LIS 503 LIS 590DA LIS 505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Indiana

Course Name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rganization 
and 

Represent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brary 
Automation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troduction to 
Research and 

Statistics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Course 
Number

L528 L505 L526 L528 L528 L509 L527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owa

Course Name
Foundations of 

LIS 
Col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 

Design of 
Automated 
Systems

Reference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Methods 

Strategic 
Management 

Course 
Number

101 240 122 120 141 248 202 26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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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Kent State

Course Name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Selection and 
Acquisition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and 
Reference 
Services

Information 
Sources and 
Reference 
Services

Research for 
Decision 

Making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Library 
Management

Course 
Number

LIS 60006 LIS 60614 LIS 60002 LIS 60001 LIS 60601 LIS 60601 LIS 60604 LIS 60610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Elective Elective Yes Elective

Fall 2005 
Taught By

FT FT FT FT FT FT Emeritus Adjunct

Kentucky

Course Name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Collection 
Development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structional 
Services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nage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urse 
Number

LIS 601 LIS 659 LIS 602 LIS 636 LIS 601 LIS 625 LIS 608 LIS 503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Yes

Long Island

Course Name

Introduction to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al Science 
Sources and 

Services

Introduction to 
Knowledge 

Organization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Techniques

Social Science 
Sources and 

Services

Instructional 
Design and 
Leadership

Introduction to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Course 
Number

LIS 510 LIS 504 LIS 512 LIS 618 LIS 504 LIS 620 LIS 514 LIS 513

Required/Core? Yes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Yes 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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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Louisiana

Course Nam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ervices

Bibliographic 
Organiza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Needs Analysis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inciples of 
Management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Course 
Number

7005 7002 7012 7008 7002 7011 7809 7004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Elective Yes

Maryland

Course Name
Information 

Use
Information 

Access
Information 
Structure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ccess

Information 
Access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Library 
Administration

Course 
Number

LBSC 601 LBSC 650 LBSC 670 LBSC 690 LBSC 650 LBSC 650 LBSC 701 LBSC 630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McGill

Course Name
Information 
and Society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System Design

Information 
Services and 

Users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Principles and 

Analysis

Information 
Agency 

Management

Course 
Number

GSLIS 601 GLIS 618 GLIS 607 GLIS 617 GLIS 619 GLIS 679 GLIS 611 GLIS 620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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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Michigan

Course Name

Ethics, Values, 
and 

Information 
Dilemmas

Social Systems 
and Collection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Various 
courses

Professional 
Practice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Use of 
Information

Design and 
Practice of 

Social Science 
Research

Manag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Course 
Number

SI 621 MSI 504 SI 666 SI 643 MSI 501 SI  566 SI 627

Required/Core?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Yes Elective Elective

Missouri

Course Name
Seminar: Ethics 

and 
Information

Managing 
Collections & 

Access

Principles of 
Cataloging & 
Classificatio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Reference 
Sources & 
Services

Library Use 
Instruction

Research in 
Information 
Science & 
Learning 

Technologies

Management of 
Information 
Agencies

Course 
Number

9410 7313 7312 7301 7314 9452 9450 7315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Montreal

Course Name
Information, 

institutions et 
society

Développement 
et gestion des 

collections

Analyse et 
représentation 
documentaires

Informatique 
documentaire

Sources et 
ressources 

d'information

Sources et 
ressources 

d'information

Méthodes de 
recherche en 
sciences de 
l'information

Gestion d'un 
service 

d'information,

Course 
Number

BLT 5061 BLT 6122 BLT 6055 BLT 6052 BLT 6056 BLT 6056 BLT 6060 BLT 6058

Required/Cor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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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자원구축
Resource 
Building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지식유통:
서비스

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지식축 :
교육  
평생학습

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지식탐구: 연구
Knowledge 
Inquiry: 
Research

기 경
Institution 

Management

North Carolina 
Central

Course Name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ervices

Se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omputer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Resources and 
Services courses

Resources and 
Services courses

Research 
Methods

Management 
and Systems 

Analysis

Course 
Number

LSIS 4000 LSIS 4220 LSIS 4400 LSIS 4000
LSIS 

5220/30/40/45
LSIS 

5220/30/40/45
LSIS 5810 LSIS 5120

Required/Core? Yes Yes Yes Elective Elective Elective Yes Yes

Fall 2005 
Taught By

FT Adjunct FT FT FT FT FT Adjunct

North 
Carolina--Chap

el Hill

Course Name
Information 

Ethics

Resource 
Selection and 

Evaluation

Organization of 
Materials I

Information 
Tools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Human 
Information 
Interactions

Research 
Methods

Management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Course 
Number

INLS 105 INLS 153 INLS 151 INLS 102 INLS 111 INLS 180 INLS 201 INLS 131

Required/Core? Electiv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출  처]

 부록 B: Data Matrix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prp/prismreports.cfm



56  외국도서  정책자료

미국 저작권법 108조 도서관 관련 조항 연구보고서

The Section 108 Study Group  

  Sponsored by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and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of the Library Congress

2008년 3월 발표

작권법 제108조 개정연구진은 작자, 작권소유자  도서 과 기록 의 요구 사이

에서 균형을 이루고, 디지털 세계에 부응하는 작권법을 개정하기 한 임무를 띤 조직으

로 작권 문가들로 선정된 원회이다. 이 개정연구진은 미국의회도서 의 국가디지털

정보기반구축보존 로그램국(NDIIPP)과 미국 작권청에 의해 독립된 연구진으로 운 되었

다. 이 연구진이 미국 작권법 에서 도서  련 조항에 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항, 결론, 기타 사항을 제시하 다. 그러나 그 내용이 미국의회도서 이나 작권청

의 의견을 반 한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의 문  핵심요약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핵심요약

 서론

변하게 발 하는 디지털 기술은 학술, 엔터테인먼트, 기타 목 으로 작물(works of 

authorship)이 작성, 배포, 장, 보존, 근, 활용되는 방식을 변형시켜 왔다. 술가, 음악

가, 술가, 출 사, 사진작가, 컴퓨터 로그래머, 음반회사  화 스튜디오를 포함한 

작권 소유자들은 재 디지털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며 유통시키고 있는데, 결과 으로 

그러한 행은 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도서 , 기록   박물 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을 신하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

존하며, 이용을 제공하는 사명을 다하기 해 통 인 차와 행을 바꾸고 있으며, 새

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의 이용 증가는 일반 의 콘텐츠 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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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치를 동반하여 상승시켜왔다. 이용자들은 로컬이든 원격이든지간에 컴퓨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의 디지털자료에 신속하게 근하기를 기 하기 시작했다. 

작권법은 이용자, 창작자  작권을 소유한 콘텐츠 배포자 간에 많은 계를 구성

한다. 작권법은 기술과 사회  변화의 빠른 속도 때문에 기술, 행 , 문 인 실무  

비즈니스 모델에 해 이제는 시 에 뒤떨어진 일부 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도서   기록 에 작권자의 배타  권리에 한 특정한 외조항을 제공하는 1976년 

작권법 제108조는 디지털시  이 에 제정되었다. 그 당시에 작물은 주로 아날로그 형

식으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다. 도서   기록 에서는 사진과 마이크로자료 형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화하 다. 1998년도에 제정된 디지털 니엄 작권법(The Digital Mi

llennium Copyright Act, DMCA)1)은 제108조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니

엄 작권법의 조항은 단지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 과 기록 의 보존 실무만을 다루기 시

작했고 제108조의 포 인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국가디지털정보기반구축보존 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

vation Program: NDIIPP)2)에 한 계획을 수립한 미국의회도서 의 경험과 작권청(Copyri

ght Office)의 지속 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작권법 제108조의 계속 인 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도서 과 기록 의 활동을 바꾸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 으로 NDIIPP는 미국 작권청과 력하여 19명으로 구성된 제108조 개정연

구진을 소집했으며, 이 조직은 계자들의 이해 계를 반 하는 독립 인 기구이다. 

2005년 4월 첫 회의에서 승인된 개정연구진의 임무에 한 공식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8조 개정연구진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의해, 특히 디지털 기술에 비추어, 도서관과 

기록관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제한조항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개정연구진은 저

작권법 제108조가 창작자 및 그 밖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기록관의 관련 

논의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개정연구진은 

창작자와 그 외 저작권자, 도서관, 기록관의 이해관계에서, 국가적 이익에 최선으로 

봉사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기위해 어떻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1) 1998년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 : 디지털 시 로 인해 발생하는 작권법의 침해를 막기

해 작권의 복제행 에 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시 인 디지털 네트워크 연

결, 시스템에 의한 일시  장을 제공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시스템(서버)에 정보를 장 

는 정보검색장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작권자에게는 작권 침해사실에 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그러한 통지에 한 조치로 자신의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

에서 검색하고 방지해 나가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하여 이미 행해진 침해 행

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구설환, 미국 디지털 니엄 작권법연구, 2003).

2) 미국의회도서 이 추진하는 국가 자정보 보존을 한 국가 인 계획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콘텐츠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게 된다. 

   참고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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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고사항과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작권법은 작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기  간에 법한 이해 계의 균형이 나

타나야 한다. 개정연구진의 구성원들이 그런 균형을 맞추기 해 항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진 모두가 그 자체의 근본 인 요성에 해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개정연구진을 소집한 미의회도서 장과 작권청장에게 우선 제출되었다. 

두 기 장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과 권고사항의 기  작성 작업을 요구했다. 개

정연구진은 약 3년간 연구하면서 자발 으로 참여하고 문지식을 제공했다. 개정연구진은 

권고안, 결론  논의사항을 요약한 본 보고서를 비하면서 그 목 을 달성했다고 믿는다. 

개정연구진은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운 되었다.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작성한 부분에 해 동의한 사항을 반 했다. 그러나 미해결 논의에 한 만족

스런 해결책은 단서조항을 붙여, 보고서에서 더 자세히 개 하여 설명하 다.

 법  체계

미국 작권법의 권 는 미국의 헌법에서 나온다. 미 헌법에 의하면 “과학과 유용한 

술의 발 을 진하기 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작가와 창안자들”에게 “배타  권리”를 

제공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배타  권리는 작자에게 작권 유효기간 

동안 작권이 있는 작물에 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할 때, 권한을 행사하고 부여하며 

자 이외에 구라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배타  권리는 이지는 않으며 작권법 제107조에서 제122조까지 정해진 특별한 

외조항과 한정조항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외조항은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루어지

는 작권이 있는 작물의 특정한 이용에 해 설명한다. 의회와 법원은 외조항을 만들 

때, 지식의 보 을 보장함으로써 공익을 도모하고 사하기 해 계획된 작권법이 작

물을 작성하고 배포하려는 의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했다. 

작권법 제108조  제107조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서 발견되는 외조항은 도서 과 

기록 에 부분 용할 수 있다. 법 인 조망에 한 포 인 요약은 보고서 본문의 제

Ⅱ부에 수록되어 있다. 

개정연구진은 도서   기록 과 련된 작권법의 외조항을 조사했는데, 특히 제

108조 조항에 을 두었다. 그 조항들은 4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외조항의 이용

을 한 격성  조건과 련된 조항, (2)보존  복제 활동과 련된 조항, (3)이용자들

을 해 만들어진 복제물과 련된 조항, (4)기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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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결론  기타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연구진의 권고안, 결론  기타 결과는 세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다.

 “법률 개정을 한 권고안”은 개정연구진이 입법  해결이 하다고 동의하여 

입법 인 변화를 한 권고안에 동의했던 논의를 다룬다. 이러한 권고안들은 보고

서의 주요부분에서 세부 으로 논의된, 련된 미해결된 안의 해결책을 필요조

건으로 한다. 

 “기타 안에 한 결론”은 개정연구진이 실질 으로 토론을 하여 법  해결이 

할 수 있다고 동의했던 논의를 다룬다. 그러나 다수 논의와 련하여 특별한 

권고안은 없었다. 

 “부가 인 논의”는 개정연구진이 논의했던 부차 인 요한 논의를 다룬다.

본 개요 다음 장에는 핵심 권고사항과 소견을 수록하 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법

인 내용과 연구진의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 다. 아래에 열거된 각 권고안, 

결론  기타 결과의 체 토론 내용은 온라인 버  보고서에서 하이퍼링크 되어 있다. 

1) 법률 개정을 한 권고안

다음은 연구진이 법  해결책이 법률 개정을 한 권고안으로 격하다고 합의한 것에 

한 결의내용이다. 이러한 권고안은 안문제의 해결책과 련 있으며 보고서 본문에 논

의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 다.

격성

- 제108조의 박물 에 한 격성

◦ 논  의

재 제108조의 외조항이 박물 에 용되는 것은 격하지 않다. 박물 에 

용해야 하는가? 만약 그 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격한가?

◦ 권고안

박물관은 제108조에 의해 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 부가 인 기능  요구조건 : 제108조 (a)항

◦ 논  의

제108조 (a)항은 108조 외조항에 한 특정한 최소한도의 자격 기 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서 ”이나 “기록 ”이라는 용어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제108조 (a)항은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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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1. 제108조 적격성에 대한 현재의 요구조건은 제108조 (a)항에서 정해진 것처럼 유지되

어야 한다.

2. 도서관 및 기록관은 부가적인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새로

운 적격성기준은 공공서비스 사명의 보유, 숙련된 도서관 또는 기록관 직원의 고용, 

도서관 및 기록관이 정상적으로 협력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합법적으로 수집되

고, 허가받은 자료들로 구성된 컬렉션의 보유 등을 포함한다.

- 제108조 활동들의 아웃소싱

◦ 논  의

제108조는 단지 도서 , 기록   그 직원만이 제108조 외조항들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재 명시하고 있다. 도서   기록 은 외부 계약자(하청업자 등)에게 

제108조에 의해 허가되는 “아웃소싱” 활동을 한 수행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

되어야 하는가?

◦ 권고안

1. 제108조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외부 계약자가 최소한의 일부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계약자는 단지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의해 보상이 주어지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직접적 혹은 간접적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b. 계약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 복제물을 보유하는 

것은 계약상 금지되어 있다. 

  c. 도서관이나 기록관 및 계약자 간의 계약은 권리 소유자측면에서 계약자에 의한 위

반에 대해 계약자에게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을 보호한다.

보존  체물 외조항

- 체물 복제

◦ 논  의

제108조 (c)항은 재 도서   기록 이 훼손이나 분실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체 목 을 해 발행 작물을 복제한 3부의 복제물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건들

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향력을 다루기 하여 개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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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8조 (b)항은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미발행된 저작물로 한정되어야만 한다.

2. 복제물의 수

   a. 제108조 (b)항의 복제물 3부 한정은 도서관 및 기록관이 미발행된 저작물의 한정된 

수의 복제물의 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 한정된 수는 보존 및 안전의 

목적을 위해 복제물을 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이다. 이 개

정은 디지털 자료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료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b. 미발행된 저작물의 납본 복제물의 수에 대한 제108조 (b)항의 복제물 3부 한정

은 도서관 및 기록관이 미발행된 저작물의 복사물을 납본할 수 있는 기관의 수

에 관해 합리적인 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c. 제108조 (b)항(또는 입법연혁)은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관으로부터 미발행된 

저작물의 납본 복제물을 받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보존의 목적 혹은 그 외 

◦ 권고안

1. 제108조 (c)항에서 3부의 복제물로 한정한 것을, 도서관 및 기록관이, 인증된 모범

사례에 의거하여, 단일 대체물을 제작하고 유지하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정된 수

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손상위험”은 물리적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조건 내역이 추

가되어야 한다. 손상되기 쉬운 복제물은 정교하거나 쉽게 훼손, 파손되며, 또는 손

상의 위험 없이는 다루어질 수 없는 매체이다.

3. 사용되지 아니한 대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될 수 없다고 처음에 판단되지 않

았다면,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대체복제물을 복제할 수 없다는 조건은, 사용할 

수 있는 복제물이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4. 저작으로 인정되는 것은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사실

일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례별로 내린다.

5. 디지털 대체복제물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개정되어야 한다. 만일 도

서관이나 기록관의 원본 저작물이 법적으로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디지

털 매체로 되어있다면, 원본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만약 있

다면) 원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리적 매체로 복제된 대체복제물의 이용을 위한 

관외 대출 역시 가능하다.

- 미발행된 작물의 보존 

◦ 논  의

제108조 (b)항은 도서   기록 이 미발행된 작물의 복제물 3부, 즉 보존, 안

,  납본을 하여 복제하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향력

을 다루기 하여 개정되어야 하는가?

◦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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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나 기록관에 납본하기 위해 더 이상의 복제를 허용되지 않음을 명

확하게 해야 한다. 

3. 제108조 (b)항에 의한 미발행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물의 관외 대출 금지는 개정

되어야만 한다. 만일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미발행된 저작물의 원본이 법적으로 밖

으로 대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디지털 매체로 되어있다면, 원본에 적용된 것과 유

사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만약 있다면) 원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리적 매체

로 복제된 보존 및 납본 복제물의 이용을 위한 관외대출 역시 가능하다. 

1. 제안된 예외조항에 의해 자격을 갖춘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손실 위험에 처한 발행

된 어떠한 저작물 혹은 그 외 공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의 보존 복제물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정된 수의 복제물을 만들도록 예외조항이 제

108조에 추가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을 전제로 한다.

   a. 복제물의 부수는 인정된 모범사례에 따라, 보존 목적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복제물로 한정된다. 

   b.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c. 보존 복제물은 제108조 (c)항이나 (h)항에 따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용

될 수 있다. 

   d. 그리고 보존 복제물은 그러한 표시를 붙인다. 

2. 특정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다음과 같은지의 여부를 포함해야만 한다.

   a. 인정된 최고 수준의 실무를 활용하면서, 보존 복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환경에서 보존 복제물을 유지한다. 최고 수준의 실무를 위한 다음

의 일반 원칙들은 디지털 보존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그리고 적용할 수 

- 공 으로 배포되는 작물의 보존

◦ 논  의

제108조는 발행된 작물의 보존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미발

행된 작물만을 상으로 규정한다. 많은 발행된 작물, 특히 디지털 형태로 되

어 있는 작물은, 만약 복제물이 손상을 입기 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실의 

험이 있다. 외 조항이, 즉 도서   기록 이 인지할 수 있는 손상이나 분실이 

일어나기 에 보존 목 을 해 자  컬 션의 발행된 작물을 복제하도록 추가

되어야 하는가? 만약 작물이 작권법에 의해 법 으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러한 외조항은 공 으로 배포된 작물에도 용되어야 하는가?

◦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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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까지 아날로그 보존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ⅰ) 백업 및 복구 서비스의 강력한 저장시스템

      ⅱ) 파일의 입력과 출력의 무결성을 보증하고, 지속적인 무결성 확인을 위한 표

준 수단 

      ⅲ) 형식, 출처, 지적재산권 및 보존되는 정보의 그 외 주요 속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능력 

      ⅳ) 정보 객체가 쉽게 식별되고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객체명 부여

      ⅴ) 보존 복제물에 대한 권한 있는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표준 안전 장치

      ⅵ) 만일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레코드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면 디지털 파일을 

쉽게 이전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는 능력

   b. 기록관의 실무를 감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단을 제공한다.

   c. 장기 보존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d. 보존의 임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소유한다.

   e. 자격을 갖춘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자체 소

장 자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 복제물에 관한 지속적인 계획을 제공한다. 

3. 이러한 예외조항에 대한 자격 기준은 자체적인 복잡한 보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

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관을 참작해야 한다.

1. 도서관과 기록관이 보존 목적을 위해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

고 복제하도록 허용하고,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목적을 위해 이용자가 접

근 가능한 복제물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조항이 제108조에 추가되어야 한다. 

   a. 이러한 예외조항의 목적을 위해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이라함은 공적으로 배포되

는 온라인 콘텐츠(예, 웹사이트)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의한 온라인콘텐츠는 접근 

제한, 어떤 유형의 등록이나 암호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접근

하는데 소수자우대를 요하는 기타 게이트웨이와 같은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b.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일단 수집하면, 도

서관이나 기록관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콘텐츠의 보존 복제물에 대한 접

- 공 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의 보존

◦ 논  의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공 으로 배포된 온라인 콘텐츠는 새롭고 특이한 보존 논의

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제108조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보존  근을 

해 도서 과 기록 이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외조항이 제108조에 부가되어야하는가? 만일 그 다면, 콘텐츠의 수집과 수집된 

콘텐츠에 한 공 인 근에 한 조항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하는가?

◦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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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한다. 

   c. 도서관과 기록관은 이용자가 수집된 콘텐츠를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허용은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허용되어야 한다.

2. 선택사항

   a. 권리소유자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정부사이트 및 정치사이트를 제외한,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조항을 포함하는 권고안은 권리소유자의 선택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적

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미의회도서관에 의

해 좌우된다.

   b.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의 수집과 보존을 선택하지 않는 권리소유

자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그들의 콘텐츠를 원격으로 이용자가 입수하도록 허용하

는 것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서관과 기록관은 수집되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의 운영이나 물질적으로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금지되어야 한다.

4. 도서관과 기록관은 수집된 온라인 콘텐츠의 모든 복제물에 눈에 띄게 라벨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복제물은 이용자에게 입수 가능하고, 콘텐츠가 오직 개

인적인 연구, 학문,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아카이빙된 복제물이며, 

수집 날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 텔 비젼 뉴스의 외조항

◦ 논  의

제108조 (f)항 (3)조는 도서 과 기록 이 방송이 지된 텔 비  뉴스 로그램을 

복제하고 그러한 복제물을 이용자들에게 출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외조항은 

도서 과 기록 이 물리 인 복제물의 출이 아닌 수단으로 그러한 복제물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하는가?

◦ 권고안

1. 텔레비전 뉴스의 예외조항은 도서관과 기록관이 보기전용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

램의 복제물을 스트리밍 및 그와 유사한 기술로써 제108조에 해당되는 다른 도

서관과 기록관에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송은 특

정 조건 하의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해, 원본 전송이후 합

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어떠한 개정안도 도서관과 기록관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복제물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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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의

- 감독되지 아니한 복제장치

◦ 논  의

제108조 (f)항 (1)조는 제108조가 “그 구내에 설치된 복제장치의 감독되지 아니한 

사용”으로 발생된 작권 침해행 에 하여 도서 이나 기록 에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러한 복제장치에 작권 경고가 게시되어 있

는 것을 제한다. 휴 용 스캐 와 같이 휴 할 수 있는 이용자 소유의 복제장치 

이용에 하여 제108조는 도서 과 기록 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권고안

제108조의 (f)(1)항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제108조의 어떤 조항도 이용자

가 자신의 개인 복제장치를 감독받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도서관이나 기록관, 또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복제는 저작권법에 따라야 한다는 공

고를 구내 공공장소에서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제108조 외조항의 재구성

◦ 논  의

많은 실무자들이 제108조의 구성이 혼란스러움을 발견하며 조항들 간에 계가 언

제나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다면 외조항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되어야하는가? 만일 그 다면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 권고안

제108조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논리적인 방

식으로 해석된다. (1)예외조항에 대한 적격성 및 그 외 자격사항들, (2)보존 및 대체 

활동, (3)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4)기타 조항들

2) 그 외 논의에 한 결론

다음은 실제 인 토의가 있었고, 동의된 입법 인 해결책이 할 수 있으나 요 논

의에 해서 특정한 권고안은 없는 논의에 한 개정연구진의 결론이다. 

이용자의 외조항에 한 복제물

- 직  복제물  상호 차: 제108조 (d)항  (e)항

◦ 논  의

제108조 (d)항  (e)항은 도서 과 기록 이 특정 조건 아래 상호 차를 통한 복

제를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복제물 1부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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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항들은 도서 , 기록   권리소유자 모두에 의해 디지털기술 이용의 증가

에 비추어 개정되어야하는가?

◦ 결  과

1. 개정연구진은 원칙 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제108조 (d)항과 (e)항에 의한 복제

물 1부 제한은 디지털 자료의 속성에 보다 격한 유연한 표 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를 들면 도서  는 기록 이 요청된 작물의 복제물 1부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해 합리 으로 필요한 한정된 수의 복제물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2. 제108조 (d)와 (e)항에 의해 복제물의 자  달은 허용되어야 한다. 단, 도서

과 기록 이 (1)어떤 특정한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만 근을 제공하는 것을 보

장하고, (2)권한 없는 복제나 작물의 배포를 막기 하여 부차 인 한 조

치들을 취하는 경우에만 허락되어야 한다. 개정연구진은 한 조치는 작물

의 형태와 이용 정황에 달려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어느 조치가 할 것인

지, 특히 어떠한 주어진 경우에 기술  보호 조치가 요구되어져야 하는지 해

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3. 행 요구 즉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조항은 개정되

어야 한다. 도서 이나 기록 이 자체 컬 션을 증가하기 하여 는 상호 차

를 진하기 해 이 조항에 의해 복제물을 만들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명시해

야 한다. 

4. 이용자가 다른 도서 에 직  상호 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등록된 도서 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재의 실

무 행이다. 그러나 구체 인 법령의 설명이 필요한지에 해서는 어떠한 동의

도 없었다.

5. 제108조 (c)항과 (e)항의 “정당한 가격”, 제108조 (h)항의 “합리 인 가격”의 용어

는 일치되어야 하며 혼동을 피하기 해 단일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 제108조 (i)항에 의해 외로 된 텍스트 기반이 아닌 작물 

◦ 논  의

제108조 (i)항은 음악 작물, 회화, 도면, 는 조각 작물이나 화, 는 기타 시

청각 작물(“텍스트 기반이 아닌 작물”로 총칭)을 제108조 (d)항과 (e)항의 이용

자 외조항을 한 복제물에서 배제한다. 제108조 (i)항의 외사항은 일정 부분 

는 모두 삭제되어야하는가? 만일 그 다면, 어떤 조건을 재 배제된 텍스트 기

반이 아닌 작물의 복제와 배포에 부여해야 하는가?

◦ 결  론

1. 재 격하지 않은 특정한 非텍스트 기반 작물을 다루기 하여 제108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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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e)항의 외조항을 확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사실 인 

조사는 체  는 부분 인 제108조 (i)항의 삭제가 제108조 (d)항과 (e)항에 

의한 용에서 재 배제되는 특정 작물을 한 시장에서 불리하게 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는 그 지 않으면 권리소유자의 법한 이해 계에 손실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만일 제108조 (i)항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a. 제108조 (d)항과 (e)항에 의한 복제로 인해 작물이 시장에서 손해를 받는 특

정한 험에 처하는 것에 해 작물의 배제된 범주를 한정한다.

  b. 제108조 (d)항과 (e)항의 처리에 격일 수 있는 "부속“ 작물의 범주를 확

하고, “내장되거나” 는 “패키지화된”이라는 개념을 가진 “부속물” 보다는 

명확한 어구를 사용한다.

3. 만일 제108조 (i)항이 개정되어서 제108조 (d)항과 (e)항이 작물의 부가 인 범

주에 용된다면, 부가 인 조건들은 그러한 종류의 작물에 특별한 험을 다

루는 제108조 (d)항과 (e)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부가 인 논의

다음은 특정한 부가 인 논의에 한 개정연구진의 토론의 결과이다.

- 가상도서 과 기록  

◦ 논  의

제108조는 일반 으로 오직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서 과 기록 (물리 인 역

을 통해 운 하지 않는 도서 과 기록 )을 외로 하도록 해석된다. 그러한 본체

는 제108조 외조항을 이용하도록 허용되어야하는가?

◦ 결  과

재 제108조의 격성을 한 권고된 기 과 존재를 충족하는 오직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서 과 기록 은 재 거의 가 없다. 개정연구진은 논의를 하 으나, 

오직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서 과 기록 이 제108조의 용을 받아야 하는지 결

정하는 것이 성 한가에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작물의 시와 실연

◦ 논  의

제108조는 시나 실연을 통한 근을 포함하여, 도서 이나 기록 에 의해 법

으로 수집된,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작물에 한 이용자의 근을 다루지 않는

다. 그러한 보장된 근에 련하여 제108조 개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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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개정연구진은 논의를 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동의되지 않았다

1. 도서 과 기록 이 장의 공 인 시에서 부수 인 디지털 작물을 임시

으로 복제하도록 허용하기 한 제108조의 개정 여부 는 제109조(c)항의 명백

화 여부 

2. 제108조는 도서 과 기록 이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작물을 그 구내에서 공

으로 실연하고, 그런 실연에 부수 으로 임시 복제물을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

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부. 다만 실연은 1회에 1명 는 조  많은 사람들을 

상으로, 개인 인 연구, 학문 는 조사의 목 만을 해서 이루어진다.

- 허용과 그 외 계약들

◦ 논  의

제108조 (f)항의 (4)조는 제108조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식으로든 계약상의 의무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면허나 그 외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

108조 외조항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용해야하는 상황이 있는가?

◦ 결  과

개정연구진은 상이 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의 조건은 제108조 외조항에도 불

구하고 지속 으로 용이 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제108조, 특히 보존과 

체에 한 외조항은 상할 수 없는 계약에서 반 되는 조건을 내놓아야 하는

지 여부에 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았다.

- 기술  보호조치의 고의  부정성

◦ 논  의

도서 과 기록 은 제108조 외조항을 행사하기 해 작물에 한 근을 효과

으로 제어(“기술  근 제한”)하고, 용가능한 행정상의 규정제정 처리 결정을 

결여시키는 기술  보호조치를 고의로 부정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체와 보존을 한 복제물을 해 그러한 부정사용이 허용된 이 있는가?

◦ 결  과

개정연구진은 제108조 외조항을 행사하기 한 기술  보호조치의 고의  부정

사용을 허락하는 제안에 해서 논의했다. 작권이 있는 작물의 보존을 한 

도서 과 기록 의 역할이 국가 인 심이라고 개정연구진 모두가 동의한 반면, 

이러한 역에 있어서 권고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해서, 그리고 만약 그 다면 

어떠한 종류의 권고안이 한지에 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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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정자료(E-Reserves)

◦ 논  의

교과과정에서 이용되어 따로 보유되는 자료로서 작권이 있는 작물의 이용을 

한 복제는 공정한 이용 는 허용에 의거하여 재 행해지고 있다. 자 지정자

료3)로서 작권이 있는 작물의 이용을 한 복제와 배포를 다루는 외조항은 

제108조에 부가되어야 하는가? 

◦ 결  과

개정연구진은 특히 자 지정자료를 다루기 해 작권법에 해 어떠한 변화를 

권고해야 하는지에 해 논의했다. 그리고 재는 어떠한 변화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1972년 이 의 녹음자료

◦ 논  의

1972년 이 에 작성된 미국의 녹음자료는 연방 작권법의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08조 외조항이 용되지 않는다. 작권이 되지 않는 1972년 이

의 녹음자료에 해, 도서 과 기록 이 제108조 외조항을 행사하도록 허용하

는 것으로 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 결  과

연구진은 제108조에서 작권이 있는 녹음자료를 허용하 기 때문에 1972년 이

의 녹음자료는 주로 보존 련활동과 계있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연방 작권법

에서 1972년 이  녹음자료를 외로 한다는 더 큰 문제를 언 하지 않고, 제108

조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 논의했다.

- 구제 차

◦ 논  의

도서 과 기록 은 제505조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과 합리 인 변

호사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제505조에 의한 특정한 상황이란 도서 이나 기록 , 

혹은 그 직원들이 반행 가 공정한 이용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 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504조 (c)항 (2)조에 의해 손해가 면제되는 것이다. 도서 과 

기록 이 제504조 (c)항 (2)조에 의해 손해가 면제되는 경우에 비용과 합리 인 변

호사 보수의 지불을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3) 학도서서  등에서 교과과정의 필수 자료를 물리  자료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속하여 볼 수 있

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는 서비스를 체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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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개정연구진은 논의를 하 으나 제505조가 이번에 개정되어야 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출  처】

  The Section 108 Study Group Report Executive Summary

  http://www.section108.gov/docs/Sec108ExecSum.pdf

  The Section 108 Study Group Full Report 

  http://www.section108.gov/docs/Sec108StudyGroup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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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미국 작권법 제108조

제108조 배타  권리에 한 제한 : 도서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a) 본 편 법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는 그 직원이 직무의 범  내에서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

만 제작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

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러한 복제나 배포가 직  는 간 인 상업  이익을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

  (2) 당해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ⅰ) 공 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ⅱ)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는 이러한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연구소와 특별한 

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타 문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의

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 작물의 복제 는 배포에 본 조의 규정상 복제되는 복제물과 음반에 나타나거

나, 그러한 표시가 본 조의 규정상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 상에서 발견되니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작물이 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설명을 

포함하는 작권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b) 본 조 상의 복제권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보존과 안 을 하여, 는 오로

지 (a)항 (2)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에 연구용 납본을 하기 

하여 미발행된 작물을 복제한 3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하여 용한다. 

  (1)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재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형식으로 달리 배포되지 아

니하고 그 형식으로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 의 이용에 제공

되지 아니하는 경우.

(c)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은, 다음의 경우에 오로지 복제물이나 음반이 손, 훼

손, 분실, 도난 는 작물이 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것이 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체하기 한 목 으로 발행 작물을 복제한 3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하여 용한다.

  (1)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상당한 노력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아니한 

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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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러한 형식으로 그 복제물을 

합법 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밖에 있는 공 의 이용에 제

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항의 목 상, 어떤 형식으로 장된 작물을 인지 가

능하게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 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 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형식은 쓰이지 아니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본 조 상의 복제권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 이나 기록보

존소의 소장물 는 다른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서, 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장물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는 기타 기고문의 1부만

을 복제한 복제물, 는 작권으로 보호되는 다른 작물의 일부만을 복제한 복제

물이나 음반에 하여 용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

인 연구, 학문, 는 조사 이외의 목 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

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2)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수하는 장소에 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권에 한 경고문을 에 띄게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그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

(e)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 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권으로 보호되는 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단한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 이나 기록보존

소의 소장물 는 다른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체 작

물이나 그의 상당한 부분에 하여 용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재산이 되고,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

인 연구, 학문, 는 조사 이외의 목 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

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2)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수하는 장소에, 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권에 한 경고문을 에 띄게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이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

(f) 본 조의 어느 것도

  (1)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는 그의 직원에 하여 그 구내에 설치된 복제장치의 감

독되지 아니한 사용으로 발생한 작권의 침해행 에 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복제장치에 작물의 복제가 작권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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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는 공고를 게시하는 것을 제로 한다.

  (2) 이러한 복제장치를 사용하거나, (d)항 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요청한 자의 이러한 

행 나 그 후에 이와 같은 복제물이나 음반의 사용행 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

사용의 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 작권의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시청각 뉴스 로그램의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a)항 (1)호, (2)호  (3)호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한정된 수의 복제물이나 발췌물을 출함에 의하여 복제  배

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는 

  (4)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권리 는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언제든지 그 소

장 인 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시에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배포권은,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 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는 그의 직원이 그것이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이나 

음반의 연계되거나 조된 복제  배포에 련되어 있다는 것과 한 번에 하는지 

는 일정 기간에 걸쳐 하는지, 그리고 1인 이상의 개인이 모아서 이용하고자 하

는 것인지 는 집단의 구성원이 개별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해 알았

거나 그 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는 

  (2)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는 그 직원이 (d)항에 규정된 자료의 하나 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조직 으로 복제 는 배포하는 데 여한 경우. 다만, 목 으

로나 결과 으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용으로 수령하는 도서 이나 기

록보존소가 구독신청을 하거나 구입하여야 할 작물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

을 모으는 것으로 체하려 하지 아니하는 도서  상호 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하지 아니한다.

(h) (1) 본 조의 목 상, 발행된 작물의 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 리 교육기 을 포함한 도서  는 기록보존소는, 도서  

는 기록보존소가 합리 인 조사에 근거하여 (2)의 (A), (B)  (C)에 규정된 조

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차 으로 단한 경우에 연구, 학문, 는 조사

의 목 으로 그러한 작물 는 음반의 복제물 는 그의 일부를 팩시 리 

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시 는 실연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복제, 배포, 시 는 실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A) 작물이 통상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때

    (B) 물의 복제물 는 음반을 합리 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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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작권자 는 그의 리인이 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A) 는 (B)에 

규정된 조건이 용된다는 통지를 한 때.

  (3) 본 조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i) 본 조 상의 복제권  배포권은 음악 작물, 회화, 도면, 는 조각 작물이나 화, 

는 기타 뉴스를 다루는 시청각 작물 이외의 시청각 작물에 하여는 용되지 아

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b)항  (c)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는 (d)항 

 (e)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작물에 부속된 도해, 도표, 

는 기타 부속물로서 발행된 회화 는 도면 작물에 하여는 용되지 아니한다. 

【출  처】

  미국 작권법 번역본 / 한국 작권 원회

  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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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for a library or archives, or any of its 

employee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to reproduce no more than one 

copy or phonorecord of a work,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b) and (c), or to 

distribute such copy or phonorecor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by this section, if -

  (1)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is made without any purpose of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advantage;

  (2) the collections of the library or archives are (i) open to the public, or (ii) available 

not only to researchers affiliated with the library or archives or with the institution of 

which it is a part, but also to other persons doing research in a specialized field; and

  (3)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work includes a notice of copyright that appears 

on the copy or phonorecord that is reproduc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or 

includes a legend stating that the work may be protected by copyright if no such 

notice can be found on the copy or phonorecord that is reproduc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b)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apply to three copies or 

phonorecords of an unpublished work duplicated solely for purposes of preservation and 

security or for deposit for research use in another library or archives of the type 

described by clause (2) of subsection (a), if - 

  (1) the copy or phonorecord reproduced is currently in the collections of the library or 

archives; and

  (2) any such copy or phonorecord that is reproduced in digital format is not otherwise 

distributed in that format and is no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at format 

outside the premises of the library or archives.

(c) The right of reproduction under this section applies to three copies or phonorecords of a 

published work duplica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lacement of a copy or 

phonorecord that is damaged, deteriorating, lost, or stolen, or if the existing format in 

which the work is stored has become obsolete, if - 

  (1) the library or archives has, after a reasonable effort, determined that an unused 

replacement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2) any such copy or phonorecord that is reproduced in digital format is no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at format outside the premises of the library or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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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wful possession of such copy.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format shall be considered obsolete if the machine 

or device necessary to render perceptible a work stored in that format is no longer 

manufactured or is no longer reasonably availabl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d)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apply to a copy, made 

from the collection of a library or archives where the user makes his or her request or 

from that of another library or archives, of no more than one article or other 

contribution to a copyrighted collection or periodical issue, or to a copy or phonorecord 

of a small part of any other copyrighted work, if - 

  (1) the copy or phonorecord becomes the property of the user, and the library or archives 

has had no notice that the copy or phonorecord would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ivate study, scholarship, or research; and

  (2) the library or archives displays prominently, at the place where orders are accepted, 

and includes on its order form, a warning of copyrigh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that the Register of Copyrights shall prescribe by regulation.

(e)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apply to the entire work, or 

to a substantial part of it, made from the collection of a library or archives where the 

user makes his or her request or from that of another library or archives, if the library 

or archives has first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that a copy 

or phonorecord of the copyrighted work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if -

  (1) the copy or phonorecord becomes the property of the user, and the library or archives 

has had no notice that the copy or phonorecord would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ivate study, scholarship, or research; and

  (2) the library or archives displays prominently, at the place where orders are accepted, 

and includes on its order form, a warning of copyrigh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that the Register of Copyrights shall prescribe by regulation.

(f) Nothing in this section - 

  (1) shall be construed to impos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upon a library or 

archives or its employees for the unsupervised use of reproducing equipment located 

on its premises: Provided, That such equipment displays a notice that the making of a 

copy may be subject to the copyright law;

  (2) excuses a person who uses such reproducing equipment or who requests a cop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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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record under subsection (d) from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for any 

such act, or for any later use of such copy or phonorecord, if it exceeds fair use as 

provided by section 107;

  (3)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by lending of a limited 

number of copies and excerpts by a library or archives of an audiovisual news 

program, subject to clauses (1), (2), and (3) of subsection (a); or

  (4) in any way affects the right of fair use as provided by section 107, or any contractual 

obligations assumed at any time by the library or archives when it obtained a copy or 

phonorecord of a work in its collections.

(g)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extend to the isolated and 

unrelated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a single copy or phonorecord of the same 

material on separate occasions, but do not extend to cases where the library or archives, 

or its employee - 

  (1) is aware or has substantial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engaging in the related or 

concerted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multiple copies or phonorecords of the same 

material, whether made on one occasion or over a period of time, and whether 

intended for aggregate use by one or more individuals or for separate use by the 

individual members of a group; or

  (2) engages in the systematic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single or multiple copies or 

phonorecords of material described in subsection (d):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clause prevents a library or archives from participating in interlibrary arrangements that 

do not have, as their purpose or effect, that the library or archives receiving such 

copies or phonorecords for distribution does so in such aggregate quantities as to 

substitute for a subscription to or purchase of such work.

(h) (1)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during the last 20 years of any term of copyright of a 

published work, a library or archives, including a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functions as such, may reproduce, distribute, display, or perform in facsimile or 

digital form a copy or phonorecord of such work, or portions thereof, for purposes 

of preservation, scholarship, or research, if such library or archives has first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that none of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B), and (C) of paragraph (2) apply.

  (2) No reproduction, distribution, display, or performance is authorized under this 

subsection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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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work is subject to normal commercial exploitation;

    (B) a copy or phonorecord of the work can be obtained at a reasonable price; or

    (C) the copyright owner or its agent provides notice pursuant to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Register of Copyrights that either of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and (B) applies.

  (3) The exemption provided in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any subsequent uses by 

users other than such library or archives.

(i)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 musical 

work, a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or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other than an audiovisual work dealing with news, except that no such limita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rights granted by subsections (b), (c), and (h), or with respect 

to pictorial or graphic works published as illustrations, diagrams, or similar adjuncts to works 

of which copies are reproduced or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d) and (e).

【출  처】

  미국 작권법 원본 / 미국 작권청

  http://www.copyright.gov/title17/92chap1.html#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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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개발을 위한 일반 지침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Natalya F. Noy and Deborah L. McGuinness

번역: 박지 1)

※ 이 글은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의 번역이며, 원문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protege.stan
ford.edu/publications/ontology_development/ontology101-noy-mcguinness.html>

일러두기

1. 번역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를 음독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표 하려 애썼다. 그 일례

로 온톨로지에서 클래스에 속하는 개별 사례를 의미하는 ‘instance’는 일부 문헌에서 

‘인스턴스’라고 음독하기도 하는데, 이 에서는 ‘사례(문맥에 따라 개별 사례)’로 번

역하 다. 한 ‘domain’도 ‘도메인’이라고 음독하는 신에, ‘해당 분야’ 는 ‘연구 

상 역’과 같이 번역하 다. 

  그러나 이 에서 ‘사례’라고 번역한 ‘instance’는 본문에서 소문자로 표기된 단어이

며, 슬롯 값 유형  하나인 ‘Instance (type)’는 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String’과 

같이 특정 값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음독하여 ‘인스턴스 

(형)’으로 표기하 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온톨로지 구축 상 분야를 의미하는 

‘domain’은 ‘ 상 분야’로 번역하 지만, 특정 슬롯의 범 (range)와 비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domain’은 ‘ 상 분야’와 별도의 개념이므로 ‘도메인’이라고 하 다.

  그리고 ‘class(es)’나 ‘slot(s)’과 같이 ‘클래스’, ‘슬롯’이라고 사용하는 편이 효과 이

라고 단한 용어도 그 로 음독하 다. ‘taxonomy’와 같이 번역어(‘분류법’)로 표기할 

수 있으나, 번역할 경우 용어의 원래 의미를 달하기 어렵다고 단한 경우에도 그

로 음독하여 ‘택사노미’라고 표기하 다. 이 외에 웹크롤러, 웹로  등 다양한 이름

1)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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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리는 웹문서 수집 로그램을 의미하는 ‘agent’도 ‘에이 트’로 표기하 다.

  한 어의 수의 구분(단수복수)에 따라 ‘concept’를 ‘개념’, ‘concepts’를 ‘개념들’이

라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말 표 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수형으로 표기 하 다.

2. 본 지침의 원문에서는 사례로 구축한 와인 온톨로지에 속하는 클래스나 속성과 같은 

개념이 별도의 자체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Wine’이나 ‘Château Lafite Rothschild 

Pauillac’와 같이 원문에서 별도의 자체로 표 한 부분은 원문과 유사한 자체로 원어

를 그 로 표기하거나 한 과 어를 병기하 다. 그러나 사례 온톨로지에서 사용한 

개념일 지라도 원문에서 타이 라이터 자체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번역문에서도 별

도 자체로 표기하지 않았다.

3. 본문에 한 체 인 개요를 제공하기 해 목차를 추가하 다.

<목  차>

1. 온톨로지 개발 필요성

2.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3. 지식-공학 방법론

4. 클래스와 클래스 계층구조의 정의

  4.1 정확한 클래스 계층구조의 반

  4.2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동 계 분석

  4.3 다  상속

  4.4 클래스의 생성 시기

  4.5 클래스 생성 vs 속성 값

  4.6 클래스 vs 개별 사례

  4.7 범  제한

  4.8 서로소인 하  클래스

5. 속성에 한 상세 정의

  5.1 역슬롯

  5.2 기본값

6. 온톨로지 구성요소의 명명 방식

  6.1 문자 표기 vs 구분 문자 사용

  6.2 단수 는 복수

  6.3 두사와 미사 사용 규정

  6.4 기타 고려사항

7. 기타 정보원

8.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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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톨로지 개발 필요성

최근에 온톨로지 특정 분야에 속하는 용어와 그 용어 간의 계를 표 하는 명확하고 

형식을 갖춘 명세(Gruber 1993) 의 개발 역이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분야별 문가의 

연구 역으로 확 되고 있다. 온톨로지는 웹에서 자주 할 수 있다. 웹에 존재하는 온톨

로지의 범 는 웹사이트를 범주화한 규모 택사노미(Yahoo!)에서부터 상품과 상품 특성에 

한 범주 정보(Amazon.com)를 포함한다. WWW 컨소시엄(W3C)은 정보 탐색용 에이 트 

로그램이 해석할 수 있는 웹문서 작성을 한 언어로 자원기술구조(RDF)를 개발했다

(Brickley and Guha 1999). 그리고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연구 로젝트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서는 W3C와 공동으로 웹공간에서 에이 트 간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기 해, 표 력을 향상시킨 확장 RDF를 이용한 DARPA 에이 트 마크업 

언어(DAML)를 개발했다(Hendler and McGuinness 2000). 재 여러 학문분야에서 그 분야의 

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표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 로 의학 분야에서는 SNOMED(Price and Spackman 2000)나 통합의학언어시스템

(UMLS)) (Humphreys and Lindberg 1993)과 같이 표 화  구조화된 규모 어휘체계를 개

발했다.  분야를 상으로 하는 일반 온톨로지도 개발되었는데,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Dun & Bradstreet가 력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용어를 제공하는 UNSPSC 온톨로지가 있다(www.unspsc.org).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 내에서 연구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한 공통의 어휘를 정의하는

데, 여기에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과 그 개념 간의 계에 한 기계해석 가능

한 정의도 포함된다. 

온톨로지는 가 개발하려 하는가? 온톨로지 개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사람과 에이 트 로그램이 정보 구조에 한 이해를 공유하기 해

 특정 분야의 지식을 재활용하기 해

 해당 분야의 가설(assumptions)을 명시하기 해

 운 상(operational)의 지식에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분리하기 해

 해당 분야 지식을 분석하기 해

사람과 에이 트 로그램이 정보 구조에 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온톨로지를 개발

하는 공통 인 목표  하나이다(Musen 1992; Gruber 1993). 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에서 

의학 정보나 의학 련 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각 웹사이트에서 사

용하는 모든 용어를 동일한 온톨로지에서 가져온다면, 에이 트 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에이 트 로그

램은 통합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질의에 응답하거나 다른 응용 로그램에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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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의 지식을 재활용하는 것은 최근에 각 받는 온톨로지 연구 분야이다. 를 

들어 여러 분야의 온톨로지 모델은 각각 시간 개념(notion)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시간 

표 에는 시간차, 시 , 시간의 상  측정 등에 한 개념이 포함된다. 한 분야의 연구자 

집단이 이러한 온톨로지를 상세히 개발한다면, 다른 연구자 집단은 그것을 용의하게 자기 

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온톨로지를 구축할 때에 규모 연구 

역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여러 기존 온톨로지를 통합할 수 있다. 한 UNSPSC 온톨로지

와 같은 일반 분야 온톨로지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을 확장하여 우리의 심 분야를 

기술할 수도 있다.

온톨로지 구 에 바탕이 되는 해당 분야의 가설(assumptions)을 명시 으로 나타내면, 

해당 분야에 한 우리의 지식이 변할 때 련 가설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로그래  

언어 코드에서도 실세계에 해 하드 코딩2)한 가설은 찾아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수정하기도 힘든데, 특히 로그래  문가가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 해

당 분야의 지식에 한 명확한 명세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학습해야 하는 

신규 이용자에게도 유용하다.

운 상(operational)의 지식에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분리하는 것 한 온톨로지의 공통

인 용도  다른 하나이다. 우리는 필수 명세(설명서)에 따라 부품(components)에서 상품

을 조립하는 업무를 기술하고, 상품이나 부품과 독립 으로 조립 로그램을 구 할 수 있

다(McGuinness and Wright 1998). 그리고 PC-부품과 특성에 한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이

것을 주문제작용 PC를 조립하는 알고리즘에 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부품 온

톨로지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용시키면, 엘리베이터를 조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Rothenfluh 

et al. 1996).

일단 용어에 해 선언 인 명세를 작성하면, 해당 분야 지식을 분석할 수 있다. 용어에 

한 형식 분석(formal analysis)은 기존 온톨로지를 재활용하거나 확장할 때 매우 유용하다

(McGuinness et al. 2000).

개 특정 분야의 온톨로지는 그 자체가 목 은 아니다. 개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목

은 다른 로그램에 사용하기 해 일련의 데이터와 그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 수단, 상 분야와 독립된(domain-independent) 응용 로그램, 그리고 에이 트 로그

램이 온톨로지를 이용하고, 그 온톨로지를 데이터로 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축한다. 본 지

침에서 개발한 와인과 음식, 그리고 식사와 어울리는 와인의 조합 정보를 담은 온톨로지를 

로 들어 보자. 이 온톨로지는 오늘의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거나, 웨이터나 고

객의 질의에 응답하는 식당-경  도구와 같은 응용 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는 와인 

장 창고의 재고 목록을 분석하여 추가할 와인 품목과 향후 출시될 메뉴나 요리책에 

비하여 구매할 와인 종류를 제안할 수도 있다.

2) (역주) 데이터를 상수로 선언하여 값이 변하지 않게 하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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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에 하여

우리는 Protégé-2000 (Protege 2000), Ontolingua (Ontolingua 1997), Chimaera (Chimaera 2000)

를 온톨로지 편집 도구로 사용해 보았다. 이 지침에 나온 사례는 그 에서 Protégé-2000을 

사용했다. 이 지침 반에 나오는 와인과 음식의 사례는 CLASSIC 디스크립션 로직

(description-logics)에 근거한 지식-표  시스템 에 나온 시를 이용하 다(Brachman et al. 

1991). CLASSIC 설명서는 이 사례를 추가로 개발하 다(McGuinness et al. 1994). Protégé- 

2000과 여타 임 기반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선언 으로 정의하며, 클래스 계층구조가 

무엇인지, 어떤 클래스에 개별 사례(individuals)가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이 지침에 나온 온톨로지 설계 아이디어  일부는 객체 지향 설계에 한 문헌에서 가

져왔다(Rumbaugh et al. 1991; Booch et al. 1997). 그러나 온톨로지 개발은 객체 지향 로

그래 에서 클래스와 계를 설계하는 것과 다르다. 객체 지향 로그래 은 클래스에 

한 메서드(method)를 시하므로 로그래머는 클래스의 operational 속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에 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온톨로지 설계자는 클래스의 structural 속성을 기반으

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온톨로지에서의 클래스 구조와 클래스 간의 계는 유사한 역

이라 해도 객체 지향 로그램에서의 구조와는 다르다. 

온톨로지 개발자가 고려해야할 사항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으며, 이 지침에서 모

든 사항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에 우리는 출발 을 제공할 것인데, 새 온톨로지

를 설계하려는 온톨로지 개발자에게 유용한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

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더욱 복잡한 구조와 설계 차에 해 설명해주는 정보

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톨로지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려 하

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우리의 온톨로지 개발 경험에서 유

용하다고 단된 것들이다. 이 지침의 마지막에서는 이 방법 외의 안에 한 참고 리스

트를 제공할 것이다.

2.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분야의 문헌에는 온톨로지에 한 여러 정의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된다. 이 지침에서 온톨로지는 연구 분야에 속한 개념(클래스 (종종 개념이라고

도 함)), 개념에 한 다양한 특성과 속성을 기술하는 각 개념의 속성(슬롯 (역할 는 속

성이라고도 함)), 슬롯의 제한 (패싯 (역할 제한이라고도 함))에 한 형식 이고 명시 인 

기술이다. 온톨로지는 클래스에 한 일련의 개별 사례와 함께 지식 베이스를 구성한다. 

실제로는 온톨로지가 끝나고 지식베이스가 끝나는 경계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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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는 부분의 온톨로지의 핵심 요소로, 상 분야의 개념을 기술한다. 를 들면 

와인 클래스는 모든 와인을 표한다. 특정 와인은 이 클래스의 사례이다. 이 지침을 읽고 

있는 여러분 앞의 유리잔에 있는 보르도 와인은 보르도 와인 클래스의 사례  하나이다. 

클래스는 상  클래스보다 더욱 특정한 개념을 표 하는 하  클래스를 가진다. 를 들어 

우리는 와인 클래스 체를 드, 화이트, 로제 와인으로 나  수 있다. 는 와인 클래스

를 스 클링과 비(非)스 클링 와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슬롯은 클래스와 사례의 속성을 기술한다: 샤토 라피트 로쉴드 포이약(Château Lafite 

Rothschild Pauillac) 와인은 농도(body)가 진하다(full); 샤토 라피트 로쉴드(Château Lafite 

Rothschild) 양조장에서 제조되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와인을 기술하는 두 가지 슬롯

을 찾았다: ‘진하다’라는 값을 가지는 농도 슬롯과 샤토 라피트 로쉴드(Château Lafite 

Rothschild) 양조장이라는 값을 가지는 제조자 슬롯이다. 클래스 단계에서 우리는 와인

(Wine) 클래스의 사례는 향(flavor), 농도(body), 당도(sugar level), 제조자(maker) 등을 기술하

는 슬롯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3)

와인 클래스와 그 하 클래스인 포이약(Pauillac)의 모든 사례는 양조장(Winery) 클래스의 

사례를 값으로 가지는 제조자(maker) 슬롯을 가진다(그림 1). 양조장(Winery) 클래스의 모든 

사례는 그 양조장에서 생산한 모든 와인(와인 클래스와 그 하  클래스의 사례)을 가리키

는 생산하다(produces)라는 슬롯을 가진다.

실제 온톨로지를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온톨로지 클래스 정의

   택사노미(상하 계를 표 하는) 계층구조로의 클래스를 배열

   슬롯을 정의하고 이 슬롯에 허용되는 값을 기술

   사례에 해당하는 슬롯 값을 채움

우리는 특정 슬롯 값 정보와 부가 인 슬롯 제한 을 포함한 클래스들의 개별 사례를 

정의함으로써 지식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3) 클래스명은 문자로, 슬롯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한 시 온톨로지에 포함된 모든 용어는 타이

라이터 자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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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와인 분야의 클래스와 사례, 그리고 그것들 간의 계. 클래스는 검은색, 사례는 

붉은색, 링크는 슬롯이나 ~의 사례(instance-of), ~의 하  클래스(subclass-of)

와 같은 내부 링크를 나타냄

3. 지식-공학 방법론

앞서 언 했듯이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하나의 ‘정도(正道)’는 없다. 이 지침에서 우리는 

온톨로지를 개발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논의하고, 가능한 개발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온톨로지 개발을 한 반복 인 근 방식에 해 설명할 것인데, 우선 개

인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후에 반복해서 온톨로지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구체

인 사항을 채워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온톨로지 설계자에게 필요한 모델링 

결정사항과 이외 다른 구축 방법들의 장단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우선, 앞으로 계속 언 하게 될 온톨로지 설계를 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규칙들은 다소 독단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에 온톨로지 설계

에  한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 분야를 모델링하는데 하나의 정도(正道)는 없다 항상 체 가능한 안들이 존

재한다. 최선의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해 둔 활용 방식과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확

장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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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개발은 반복 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온톨로지에 포함된 개념은 실세계의 사물(objects, 물리  는 논리 )에, 개념 간의 

계는 구축 상 분야에 근 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나 계는 부분 여러분이 

속한 분야를 기술하는 문장에서 명사(객체)나 동사( 계)로 나타난다. 

즉, 온톨로지의 용도, 온톨로지의 상세성이나 일반성 등에 따라 앞으로의 모델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능한 방법 에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가장 합하고, 직 으

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확장성이 좋고, 리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한 온톨로지는 

실세계에 한 모델이고, 온톨로지의 개념은 그 실세계를 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온톨로지의 기 버 을 정하고 나면, 우리는 응용 로그램이나 문제-해결 

수단, 해당 분야 문가와의 논의, 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결함을 발

견해 수정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우리는 부분의 경우에 기 온톨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복 인 과정은 온톨로지의 생애주기 체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1단계. 상 분야와 범  결정

우리는 상 분야와 범 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온톨로지 개발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단계에서는 몇 가지 기본 인 질문에 한 답이 필요하다.

온톨로지에서 다루는 상 분야는 무엇인가.

온톨로지 용도는 무엇인가?

온톨로지를 통해 어떤 유형의 정보 질의에 한 응답을 제공할 것인가?

온톨로지 이용자와 리자는 구인가?

이 질문에 한 답변은 온톨로지 설계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지만, 어느 시

에서나 온톨로지 모델의 범 를 제한할 수 있다. 와인과 음식 온톨로지를 생각해 보자. 음

식과 와인을 표 하는 것이 온톨로지 구축 분야가 된다. 우리는 이 온톨로지를 와인과 음

식의 좋은 궁합을 제안하는 응용 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다.

여러 종류의 와인과 메인요리, 와인과 음식의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기술하는 개념

들이 온톨로지에 등장할 것이다. 동시에, 이 온톨로지에서는 양조장의 재고 목록이나 식당

의 종업원들을 리하기 한 개념은 와인과 음식에 한 개념(notions)과 련이 있다 해

도 제외할 것이다. 

우리가 기술하려는 온톨로지가 와인 잡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 자연어 처리에 사용된

다면, 온톨로지에 포함된 개념에 한 동의어와 품사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온톨로

지가 고객이 와인을 주문하는 것을 돕는데 사용된다면, 소매가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

다. 한 와인 구매자가 와인 장 창고를 채우는데 온톨로지를 이용한다면, 도매가와 재

고 수량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분야에 한 온톨로지 리가 이용자와 다른 언어로 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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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를 기술한다면, 우리는 언어 간 맵핑도 필요할 것이다.

○ 합성 질문(Competency questions)

온톨로지의 범 를 결정하는 방법  하나는 온톨로지를 이용해 구축한 지식베이스가 

응답해야 하는 질문 목록인 합성 질문(competency questions)(Gruninger and Fox 1995)

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질문들은 나 에 리트머스 테스트로 이용될 것이다: 온톨로지가 

이와 같은 유형의 질문에 응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 응답이 구체

인 상세성 수 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특정 분야의 표성을 요구하는가? 이 합성 질문

들은 단지 개요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망라 일 필요는 없다.

와인과 음식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합성 질문 후보가 된다.

와인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와인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르도는 드 와인인가 화이트 와인인가?

카베르네 쇼비뇽은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가?

구운 고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은?

와인의 어떤 특성이 음식과의 궁합에 향을 주는가?

와인의 향이나 농도가 와인의 양조년도에 따라 달라지는가?

내퍼 진펀들(Napa Zinfandel)의 좋은 양조년도는?

이 질문 목록으로부터 단하건데, 온톨로지는 다양한 와인의 특성과 와인의 종류, 좋은 

양조년도와 나쁜 양조년도, 와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음식의 분류 정보, 와인과 음식의 

추천할 만한 조합에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단계. 기존 온톨로지의 재활용 고려

특정 분야나 업무에 하여 군가가 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기존 정보원을 수정하

고 확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이 특정 온톨로지나 제어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응용 로그램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온톨로지를 재사용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많은 온톨로지들이 자 

형태로 이용가능하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온톨로지 개발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지식-표  시스템이 온톨로지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온톨로지를 표 하

는데 사용한 형식(formalism)은 부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식-표  시스템이 특정 

형식과 직 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해도, 온톨로지를 하나의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

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웹과 문헌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 라이 러리가 있다. 를 들어 우리는 Ontoli

ngua 온톨로지 라이 러리(http://www.ksl.stanford.edu/software/ontolingua/)나 DAML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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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러리(http://www.daml.org/ontologies/)를 이용할 수 있다. 한 공개용인 상업분야 온톨

로지( 를 들어 UNSPSC (www.unspsc.org), RosettaNet (www.rosettanet.org), DMOZ (www.dm

oz.org)가 있다. 

랑스 와인에 한 지식 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자. 우리가 이 지식 베이스와 기

반 온톨로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랑스 와인에 한 분류 정보 뿐 아니라 와인을 

구별하고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와인 특성에 한 분류 정보도 얻게 된다. 와인 속성에 

한 목록은 이용자가 와인을 구입하는데 참고하는 www.wines.com 와 같은 상업용 웹사이트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우리는 이용 가능한 기존 온톨로지가 없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3단계. 온톨로지의 주요 용어 열거

우리가 진술문(statement)을 생성하거나,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싶은 모든 용어에 한 목

록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용어는 무엇인가? 그 용어들은 어떤 속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용어들에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들면, 주요 

와인 련 용어에는 와인(wine), 포도(grape), 양조장(winery), 생산지(location), 색깔(color), 

농도(body), 향(flavor), 당도(sugar level); 생선(fish)이나 육류(red meat)와 같은 여러 유형의 

음식; 화이트 와인(white wine)과 같은 와인의 하  유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기에는 용

어가 표 하는 개념과 용어 간의 계의 복, 용어가 가질 수 있는 속성, 해당 개념이 클

래스인지 슬롯인지를 상 하지 않고, 용어에 한 포 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요하다.

다음 두 단계 클래스 계층 개발과 개념의 속성(슬롯) 개발 는 상당히 얽  있어서, 어

느 것이 먼 고, 어느 것이 나 이라고 구분하기 어렵다. 일반 으로 우리는 각 계층에 속

한 개념들에 한 간단한 정의를 작성하고, 각 개념이 가진 속성을 기술해 나간다. 이 두 

단계는 온톨로지 설계 과정에서 가장 요한 단계이다. 여기서는 이 단계들을 간단히 기술

하고, 다음 두 을 할애하여 온톨로지 구축 시의 고려사항,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 필요

한 의사결정 등과 같은 더욱 복잡한 이슈들에 해 논의할 것이다.

 4단계. 클래스와 클래스 계층의 정의

클래스를 계층구조로 개발하는 데 사용가능한 몇 가지 근방식이 있다(Uschold and 

Gruninger 1996):

하향식 개발 방식은 상 분야에 속하는 가장 일반 인 개념에 한 정의로부터 시

작해서 순차 으로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를 들면, 우리는 일반 개념인 와인(Wine)

과 음식(Food)에 한 클래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와인(Wine) 

클래스를 그 하  클래스인 화이트 와인(white wine), 드 와인(Red wine), 로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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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é wine)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드 와인(Red wine) 

클래스를 Syrah(시라), 드 버건디(Red Burgundy), 카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 

등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상향식 개발 방식은 계층구조의 맨 아랫부분인 가장 구체 인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차 으로 이 개념을 보다 일반 인 개념으로 묶어 다. 를 들어 우리

가 포이약(Pauillac)과 마르고(Margaux) 와인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두 클래스의 공통 상  클래스이며, 보르도(Bordeaux)의 하

 클래스인 메독(Medoc) 클래스를 작성한다.

조합식 개발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 근방식을 혼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표 인 개념을 우선 정의한 다음 그 개념을 하게 일반화  구체화시킨다. 우리

는 와인(Wine)과 같은 최상  개념과 마르고(Margaux)와 같은 구체 인 개념에서 시

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메독(Medoc)과 같은 간 수  개념으로 이 둘을 연

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랑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에 한 클래

스를 작성하여 여러 간 수  개념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는 다양한 수 의 개념을 분할하는 가능한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2. 여러 수 의 Wine 택사노미: Wine, Red wine, White wine, Rosé wine은 

상 인 일반 개념으로 최상  수 이다. Pauillac과 Margaux는 계층 계에

서 가장 구체 인 개념으로 최하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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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방법 에 다른 것보다 본질 으로 나은 것은 없다. 어떤 근방식을 선택

하는 가는 해당 분야에 한 개인 인 견해에 달려 있다. 온톨로지 개발자가 상 분야에 

해 체계 인 하향식 을 가졌다면, 하향식 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합식 

근방법은 흔히 많은 온톨로지 개발자들에게 가장 쉬운 근방식인데, “ 간 수 ”이라는 

개념이 각 분야에서 가장 기술하기 용이한 개념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Rosch 1978).

만일 가장 일반 인 클래스부터 구분하려 한다면, 하향식 근방식이 여러분들에게 

합할 것이다. 구체 인 사례부터 시작한다면 상향식 근방식이 더 합할 것이다.

어떤 근방식을 선택하든지, 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3단계에서 작성

한 리스트로부터 우리는 독립 으로 존재하는 객체를 기술하는 용어를 그 용어를 기술하

는 용어보다 우선 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용어들이 온톨로지에서 클래스가 되며, 클래스 계층 계에서 주요 지 (anchors)

이 될 것이다.4) 우리는 어떤 클래스의 사례가 되면 그 사물이 반드시( 를 들면 정의에 내

림으로써) 다른 클래스의 사례가 되는지 질문함으로써 클래스를 계층구조의 택사노미로 

조직한다.

클래스 A가 클래스 B의 상위클래스면, B의 모든 사례는 A의 사례이다. 

즉, 클래스 B는 클래스 A에 하여 "~의 일종이다(kind of)"라는 개념을 표 한다. 

를 들어 모든 피노 아(Pinot Noir) 와인은 반드시 드 와인이다. 그러므로 피노 

아(Pinot Noir) 클래스는 드 와인(Red wine) 클래스의 하  클래스이다. 

그림 2.는 와인 온톨로지의 클래스 계층 일부를 보여 다. 4 에서는 클래스 계층구조를 

정의할 때 고려해야할 상세한 논의사항을 다룬다.

  그림 3. Wine 클래스에 한 슬롯과 이 슬롯에 한 패싯. maker 슬롯 에 있는 ‘I'

라는 기호는 해당 슬롯이 역슬롯(inverse)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5.1 ).

4) 우리는 각 클래스를 하나의 논항을 가진 단일(unary) 술어-질의(predicates-questions)로 볼 수 있는데, 

를 들면 “이 사물이 와인인가?”와 같다. 단일 술어( 는 클래스)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 이진(binary) 

술어( 는 슬롯)-질의와 상충된다. 를 들면, “이 사물의 향이 강한가(Is the flavor of this object 

strong)?”, “이 사물의 향은 무엇인가(What is the flavor of this objec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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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클래스의 속성-슬롯 정의

클래스만으로는 1단계에서 논의한 합성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 우리가 클래스의 일부를 정의하고 나면, 다음에는 개념들의 내부 구조를 기술해

야 한다.

우리는 이미 3단계에서 작성한 용어 목록에서 클래스를 선정하 다. 남은 용어의 부

분은 우리가 선정한 클래스의 속성이 될 것인데, 를 들면 색깔(color), 농도(body), 향

(flavor), 당도(sugar level), 생산지(location)가 이런 용어에 해당한다. 

목록에 있는 각 속성들에 해서, 우리는 그 속성들이 어떤 클래스를 기술하는지를 결

정해야 한다. 이 속성들은 클래스에 연결된 슬롯이 된다. 따라서 와인(Wine) 클래스는 다

음과 같은 슬롯을 가질 것이다: 색깔(color), 농도(body), 향(flavor), 당도(sugar). 그리고 양조

장(Winery) 클래스는 생산지(location) 슬롯을 가질 것이다. 

일반 으로 온톨로지에서 슬롯이 될 수 있는 사물의 속성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와인의 향(flavor)과 같은 “내재 ” 속성

와인명(name), 생산지(area)와 같은 “외재 ” 속성

해당 객체가 조립된(structured) 것이라면, 부품(parts); 물리 , 추상  “부품”이 모두 

가능( 들 들어 식사의 각 코스들)

다른 개별 구성원과의 계; 클래스의 개별 구성원과 다른 아이템 ( 를 들어 와인과 

양조장과의 계를 나타내는 와인의 제조자(maker), 와인의 재료를 나타내는 포도

(grape)와의 계

따라서 우리가 이 에 식별한 속성에 덧붙여, 우리는 와인(Wine) 클래스에 다음과 같은 

슬롯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와인명(name), 생산지(area), 제조자(maker), 포도(grape). 그림 3

은 와인(Wine) 클래스의 슬롯을 나타낸다.

특정 클래스의 모든 하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의 슬롯을 상속한다. 를 들어 Wine 클

래스의 모든 슬롯은 드 와인(Red wine)과 화이트 와인(white wine)을 포함해서 와인 클래

스의 모든 하  클래스에 상속될 것이다. 우리는 드 와인(Red wine) 클래스에 타닌 함량

(tannin level, 낮음, 간, 높음)이라는 슬롯을 추가할 것이다. 타닌 함량(tannin level) 슬롯은 

드 와인(보르도(Bordeaux)와 보졸 (Beaujolais)와 같은)을 표 하는 모든 클래스에 상속된다.

슬롯은 해당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상  클래스에 연결된다. 를 들어 와인의 농

도(body)와 색깔(color)은 와인(Wine) 클래스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클래스의 

사례가 농도와 색깔을 갖는 가장 일반 인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이다.



92  외국도서  정책자료

 6단계. 슬롯의 패싯 정의

슬롯은 값의 유형, 허용되는 값, 값의 개수(기수, cardinality)  해당 슬롯이 가질 수 있

는 값의 다른 특성을 기술하는 여러 패싯을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와인명(name) 슬롯

(“와인 이름”으로서의)의 값은 문자열이다. 즉, 와인명(name)은 문자열(String) 유형의 값을 

갖는 슬롯이다. 생산하다(produces) 슬롯(“양조장에서 와인을 생산하다”에서)은 다  값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값은 와인 클래스의 사례가 갖는 값이다. 따라서 생산하다(produces)

는 와인(Wine)이라는 허용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Instance)형 값을 가져오는 슬롯이다.

우리는 이제 몇몇 공통의 패싯을 기술할 것이다.

○ 슬롯 기수(cardinality)

슬롯 기수는 슬롯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수를 정의한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단수(single 

cardinality, 최  1개 값을 허용)와 복수(multiple cardinality, 값의 제한 없음)만을 구분한다. 

와인의 농도는 단수 슬롯(와인이 단 하나의 농도만 가질 수 있으므로)을 가질 것이다. 특

정 양조장에서 생산된 와인은 양조장(Winery) 클래스에 복수의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을 

가질 것이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슬롯 값의 수를 더욱 정확하게 기술하기 해서 최소와 최  기수를 

제시할 수 있다. 최소 기수가 N개라는 것은 해당 슬롯이 최소한 N개의 값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와인 클래스의 포도(grape) 슬롯은 1이라는 최소 기수를 가

진다는 것은 각 와인을 어도 한 종류 이상의 포도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  기수가 M이

라는 것은 해당 슬롯이 최  M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와인에 

표기되는 포도(grape) 슬롯에 한 최  기수가 1이라고 하면, 와인이 단 한 종의 포도에서 

제조된다는 것이다. 종종 최  계량수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게 

설정하면 해당 슬롯이 특정 클래스에서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슬롯 값 유형(Slot-value type)

값 유형 패싯은 슬롯에 들어갈 값의 유형을 기술한다. 가장 일반 인 값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문자열(String)은 와인명(name)과 같은 슬롯에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값 유형이다: 

와인명(name) 슬롯은 값이 단순 문자열이다.

  - 숫자(Number)(더욱 특정한 값 유형인 부동소수 과 정수형을 사용)는 숫자 값을 가

진 슬롯을 기술한다. 를 들어, 와인의 가격(price) 슬롯은 부동소수  값을 가질 수 

있다.

  - 불리언(Boolean) 슬롯은 단순히 네-아니오로만 표기된다. 를 들어 우리가 스 클

링 와인을 개별 클래스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면, 와인의 스 클링 여부는 불리언 

슬롯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값이 “true( )"라면 와인이 스 클링이고,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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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아니오)"라면 그 와인은 스 클링이 아니다.

  - 열거형(Enumerated) 슬롯은 슬롯에 허용할 수 있는 특정 값 목록을 제시한다. 를 

들어 우리는 향(flavor) 슬롯의 값을 강함(strong), 간(moderate), 약함(delicate)  하

나만 선택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Protégé-2000에서 열거형 슬롯은 심벌(Symbol) 유

형이다.

  - 인스턴스형(Instance-type) 슬롯은 개별 구성원 간의 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인스

턴스형 값을 갖는 슬롯은 해당 사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된 클래스 목록을 정

의해야 한다. 를 들어 양조장(Winery) 클래스의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은 와인

(Wine) 클래스의 사례를 슬롯 값으로 가져올 수 있다.5)

그림 4는 양조장(Winery) 클래스에서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의 정의를 보여 다.

그림 4. 특정 양조장에서 생산된 와인을 기술하는 produces 슬롯의 정의. 

이 슬롯은 복수의 기수와 인스턴스형 값을 가지며, 와인 클래스

에서 해당 슬롯의 값을 가져온다.

○ 슬롯의 도메인과 범

인스턴스형 슬롯에 값을 가져오도록 허용된 클래스를 일반 으로 슬롯의 범 (range)라

고 한다. 그림 4의 에서, 와인(Wine) 클래스는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의 범 이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슬롯이 특정 클래스에 연결될 때 슬롯의 범 를 제한하고 있다.

5) 일부 시스템에서는 사례형 슬롯에 특정 진술문을 요구하는 신에 클래스를 값 유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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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이 연결된 클래스나 슬롯이 기술하는 속성을 가진 클래스를 슬롯의 도메인(domain)

이라 한다. 양조장(Winery) 클래스는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의 도메인이다. 슬롯을 클래스

에 연결한 시스템에서, 특정 슬롯이 붙은 클래스는 그 슬롯의 도메인이 된다. 그 도메인을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다.

슬롯의 도메인과 범 를 결정하는 기본 규칙은 유사하다:

슬롯의 도메인이나 범위를 정의할 때는 해당 슬롯의 도메인이나 범위가 될 수 있는 

가장 상위 클래스를 찾아라. 

그러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도메인이나 범위를 정의하지 말라: 해당 슬롯의 도메인 내

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그 슬롯을 기술해야 하며, 해당 슬롯의 범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

의 사례는 해당 슬롯의 값을 채울 잠재적인 후보가 된다. 지나치게 상위 클래스를 범위

로 하지 말아야 하며(예를 들어 범위를 THING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슬롯에 들어갈 

모든 값을 포괄하는 클래스를 선정한다.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의 범 로 와인(Wine) 클래스의 모든 하  클래스를 열거하는 

신, 와인(Wine) 클래스 하나만 어라. 동시에 슬롯의 범 를 온톨로지의 최상  클래스인 

THING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구체 으로 말해서:

슬롯의 범위나 도메인을 정의하는 클래스 목록이 해당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포함

한다면, 하위 클래스를 삭제하라.

만일 슬롯의 범 가 와인(Wine) 클래스와 드 와인(Red wine) 클래스 모두를 포함한다

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드 와인(Red wine) 클래스를 범 에서 삭제한

다: 드 와인(Red wine)은 와인(Wine)의 하  클래스이며 슬롯의 범 에 이미 와인(Wine) 

클래스의 모든 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슬롯의 도메인이나 범위를 정의하는 클래스 목록이 특정 클래스 A의 모든 하위 

클래스를 포함하지만, 클래스 A 자체는 아니라면, 그 범위는 클래스 A만 포함하고 다른 

하위 클래스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드 와인(Red wine), 화이트 와인(white wine), 로제 와인(Rosé wine) (와인(Wine)의 모든 

하  클래스를 나열하는 것)을 슬롯의 범 에 포함하는 신에, 우리는 와인(Wine) 클래스

만으로 슬롯의 범 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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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슬롯의 범위나 도메인을 정의하는 클래스 목록이 클래스 A의 하위 클래스 중 일

부만을 포함한다면, 클래스 A가 더욱 적합한 범위인지 고려해 보라.

클래스에 슬롯을 연결하는 것이 슬롯의 도메인으로 클래스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시

스템에서는 슬롯 연결에도 클래스에서와 동일한 규칙이 용된다. 우리는 슬롯 연결을 가

능한 상  수 (general)에서 해야 하는 반면에, 슬롯에 연결된 개별 클래스가 슬롯이 나타

내는 속성을 실제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타닌 함량(tannin level) 슬롯을 드 와인

(즉, 보르도(Bordeaux), 메를로(Merlot), 보졸 (Beaujolais) 등)을 표 하는 각 클래스에 연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드 와인이 타닌 함량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슬롯

을 더 상  클래스인 드 와인(Red Wines) 클래스에 첨부해야 한다. 타닌 함량(tannin 

level) 슬롯의 도메인을 더욱 상  클래스로 지정하는 것(이 슬롯을 와인(Wine) 클래스에 

첨부함으로써)은 합하지 않은데, 를 들면 화이트 와인에는 타닌 함량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7단계. 개별 사례 생성

마지막 단계는 계층 계에서 클래스의 개별 사례를 생성하는 것이다. 클래스의 개별 사

례를 정의하는 것은 (1) 클래스의 선정, (2) 클래스의 개별 사례 생성, (3) 슬롯 값을 채우

는 과정을 요구한다. 를 들어 우리는 보졸 (Beaujolais) 와인의 하  유형을 표 하기 

해서 개별 사례인 샤토-모르공-보졸 (Chateau-Morgon-Beaujolais)를 생성할 수 있다. 샤토-

모르공-보졸 (Chateau-Morgon-Beaujolais)는 클래스 모든 보졸  와인을 표하는 보졸

(Beaujolais) 클래스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슬롯 값을 가진다(그림 5).

  농도: 흐림

  색깔: 붉은색

  향: 섬세함

  타닌 함량: 낮음

  포도 품종: 가메 (Gamay) (포도(Wine grape) 클래스의 사례)

  제조자: 샤토-모르공(Chateau-Morgon) (양조장(Winery) 클래스의 사례)

  생산지: 보졸 (Beaujolais) (생산지(Wine-Region) 클래스의 사례)

  당도: 달지 않음(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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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eaujolais 클래스의 사례에 한 정의. 이 사례는 보졸  지역에서 가메 포도 

품종으로 샤토 모르공 양조장에서 제조한 Chateua Morgon Beaujolais가다. 

흐린 농도와 섬세한 향, 붉은색, 낮은 타닌 함량을 가진다. 이것은 달지 않은 

와인이다.

4. 클래스와 클래스 계층구조의 정의

이 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 계층구조를 정의할 때 고려할 사항과 범하기 쉬운 오류에 

해 논의한다(3 의 4단계).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어떤 분야에도 단 하나의 정확한 

클래스 계층구조는 없다. 계층구조는 온톨로지의 용도, 응용 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상세성 

정도, 개인 인 선호도, 여타 다른 모델과의 호환성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클래스 계층구조를 개발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상당한 수의 신

규 클래스를 정의한 후에는 작성되는 계층 계가 이 지침을 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4.1 정확한 클래스 계층구조의 반

 “~이다(is-a)” 계

클래스 계층 계는 “~이다(is-a)” 계로 표 한다: 모든 클래스 B의 사례가 클래스 A의 

사례가 되면 특정 클래스 A는 클래스 B의 하  클래스이다. 를 들어 샤도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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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donnay)는 화이트 와인(white wine)의 하  클래스이다. 이 계층구조는 “~의 일종이다

(kind-of)” 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샤도네이(Chardonnay)는 화이트 와인(white wine)의 일

종이다. 제트여객기는 항공기의 일종이다. 육류는 음식의 일종이다. 

특정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가 표현하는 개념의 “일종이다(kind of)” 

라는 개념을 표현한다.

 하나의 와인은 모든 와인의 하  클래스가 아니다.

흔히 범하는 모델링 오류  하나는 자를 후자의 하 클래스로 만드는 계층 구조에서 

동일한 개념의 단수형  복수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를 들어, 복수형인 Wines 클

래스를 정의하고 단수형인 Wine 클래스를 Wines 클래스의 하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은 잘

못이다. 여러분이 “~의 일종이다(kind-of)” 계를 표 하는 계층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모

델링 오류는 분명할 것이다: 단수형인 Wine은 Wines의 일종(kind of)이 아니다. 이러한 오

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래스를 명명할 때 단수형이나 복수형 에 하나만 사용

하는 것이다(개념의 명명에 해서는 6 의 논의사항을 보라). 

 계층 계의 이성(Transitivity)

하  계는 이동한다.

만일 B가 A와 C의 하위 클래스이고, C가 B의 하위 클래스이면, C는 A의 하위 클래

스이다. 

를 들어, 우리는 와인(Wine)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white wine)

을 와인(Wine)의 하  클래스로 정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샤도네이(Chardonnay) 클래스를 

화이트 와인(white wine)의 하  클래스로 정의한다. 하 클래스 계의 이성은 샤도네이

(Chardonnay) 클래스가 와인(Wine)의 하  클래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직 인 하 클래스

(direct subclass)는 해당 클래스와 “가장 가까운” 하 클래스이다: 계층구조에서 어떤 클래

스와 그것의 직 인 하 클래스 사이에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클래스와 직

인 상 클래스 사이에는 다른 클래스가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샤도네이(Chardonnay)

는 화이트 와인(white wine)의 직 인 하 클래스이며, 와인(Wine)의 직 인 하 클래

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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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계층구조의 발

일 성 있는 클래스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상 분야가 발 함에 따라서 더욱 어려

워진다. 를 들어, 수 년 간 모든 진펀들(Zinfandel) 와인은 드 와인이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진펀들(Zinfandel) 와인을 드 와인(Red wine)의 하  클래스로 정의했었다. 그러나 

와인 생산자들이 포도를 압착해서 포도에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순간 으로 제거하

여, 최종 결과물인 와인의 색깔을 바꾼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장 빛 색깔을 지닌 “화이

트 진펀들"을 얻는다. 이제 우리는 진펀들(Zinfandel) 클래스를 나 어 두 유형의 진펀들

화이트 진펀들(White zinfandel)과 드 진펀들(Red zinfandel) 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로제 와인과 드 와인 클래스의 하  클래스에 각각 분류한다.

 클래스와 클래스명

클래스와 클래스명을 구분하는 것은 요하다:

클래스는 대상 분야 내의 개념을 표현하며, 이러한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클래스명은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변경 가능하지만, 용어 자체는 실세계에 실재하는 

사물을 표 한다. 를 들어 우리는 새우를 표 하는 Shrimps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같

은 개념을 표 하는 다른 용어인 Prawns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shrimp 요리와 어울리

는 와인에 해서는 prawn 요리라고 언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규칙이 필요하다:

동일한 개념에 대한 동의어는 다른 클래스를 표현하지 않는다.

동의어는 어떤 개념이나 용어에 한 다른 형태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Shrimp라는 클래스와 Prawn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가능하면 Crevette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가져서는 안 된다. Shrimp나 Prawn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만 존재해야 한다. 많은 시스템에

서 특정 클래스에 한 동의어, 역어, 발표용 이름(presentation names) 목록을 리할 수 있

다. 시스템에서 이러한 연 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동의어는 항상 클래스 설명

(documentation) 부분에 기재되어야 한다.

 클래스 순환 방지

우리는 클래스 계층구조에서 순환(cycles)을 방지해야 한다. 어떤 클래스 A가 B를 하

클래스로 가지는 동시에 B가 A의 상 클래스가 될 때 계층구조에 순환이 있다고 한다. 이

러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은 클래스 A와 B가 동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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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모든 사례가 B의 사례가 되며, B의 모든 사례가 A의 사례이다. 실제로는 B가 A의 하

 클래스이므로, 모든 B의 사례는 A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A가 B의 하  클래

스이므로, 모든 A의 사례는 한 B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

4.2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동 계 분석

 클래스 계층구조의 동 계

계층구조에서 동 계(Siblings)는 동일한 클래스의 직 인 하  클래스를 의미한다

(4.1 을 보라). 

계층구조에서 모든 동위관계는 (루트에 있는 것을 제외) 일반성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

를 들어, 화이트 와인(white wine)과 샤도네이(Chardonnay)는 동일 클래스(즉, 와인(Win

e))의 하  클래스가 될 수 없다. 화이트 와인(white wine)은 샤도네이(Chardonnay)보다 더 

상  수 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동 계는 특정 도서 내의 동일한 수 의 들이 동일 

수 의 일반성을 가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 선상에 있는” 개념들을 표 해야 한다. 

이런 에서 클래스 계층구조에 한 요건은 도서의 개요(outline)에 한 요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계층구조의 루트에 있는 개념(Thing과 같이 최상  클래스의 직 인 하 클래

스로 표 되는)은 해당 분야의 주요 부문을 표 하므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클래스의 수의 결정 기

특정 클래스가 포함하는 직 인 하 클래스의 수에는 고정된 규칙이 없다. 그러나 

부분의 잘 구조화된 온톨로지들은 2개에서 12개의 직 인 하 클래스를 가진다. 그러므

로 다음의 두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어떤 클래스가 단 하나의 직접적인 하위클래스만 가진다면, 모델링 문제가 있거나 온

톨로지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클래스에 12개 이상의 하위 클래스가 있다면, 중간 범주를 추가할 필요할 수 있다.

두 규칙  첫 번째는 불릿 리스트는  하나의 불릿 을 가질 수 없다는 식자 규칙

(typesetting rule)과 유사하다. 를 들어 부분의 드 버건디 와인은 코트 도르(Côtes 

d’Or) 와인이다. 우리가 버건디 와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유형만 표 하려 한다고 가정

하자. 우리는 드 버건디(Red Burgundy) 클래스를 만들고, 하나의 하 클래스인 코트 도

르(Cotes d’Or)를 만들 것이다(그림 6a). 그러나 이 게 표 하면 결국 드 버건디와 코트 

도르 와인이 동일하게 되어(모든 드 버건디 와인은 코트 도르 와인이며 모든 코트 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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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드 버건디 와인이다), 코트 도르(Cotes d’Or) 와인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만일 더 렴한 버건디 와인이며 코트 도르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트 샬로네즈(Côtes Chalonnaise) 와인을 추가한다면, 버건디(Burgundy) 클래스에 

2개의 하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다: 코트 도르(Cotes d’Or)와 코트 샬로네즈(Cotes 

Chalonnaise) (그림 6b). 

그림 6. Red Burgundy 클래스의 하 클래스들. 특정 클래스의 하 클래스가 

하나인 경우에는 개 모델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모든 유형의 와인을 와인(Wine) 클래스의 직 인 하 클래스로 작성했다

고 가정해 보자. 이 목록은 보졸 와 보르도와 같은 상 으로 일반 인 상  유형의 와

인 뿐 아니라 포이약이나 마르고와 같은 더욱 구체 인 하  유형의 와인도 포함한다(그

림 7a). 와인(Wine) 클래스는 무 많은 직 인 하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서, 온톨로지가 

더 조직 인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와인을 표 하기 해서는 메독(Medoc)이 보르도

(Bordeaux)의 하 클래스가 되고 코트 도르(Cotes d’Or)가 버건디(Burgundy)의 하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한 드 와인(Red wine)과 화이트 와인(white wine)과 같은 간 범주를 추

가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 분야의 개념 모델을 반 하는 것이다(그림 7b). 

그러나 동 계에 있는 클래스 목록이 길어질 지라도 해당 개념을 모아  실제 존재하

는(natural) 클래스가 없다면, 인 으로 클래스를 생성할 필요는 없다 클래스는 있는 그

로 둔다. 온톨로지는 실세계를 반 한 것이고, 실세계 해당 범주가 없다면, 온톨로지도 

그것을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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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와인의 범주화. 모든 와인과 와인의 유형을 여러 수 으로 

  범주화시킨 것.

4.3 다  상속

많은 지식-표  시스템에서 클래스 계층구조 내의 다 상속(multiple inheritance)을 허

용한다: 특정 클래스는 여러 클래스의 하 클래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디 트 와인에 

해 별도의 클래스를 작성하고자 할 때, 디 트 와인(Dessert wine) 클래스를 생성한다. 이 



102  외국도서  정책자료

때 포트 와인은 드 와인인 동시에 디 트 와인이 된다.6) 그러므로 우리는 포트(Port) 클

래스가 두 개의 상  클래스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드 와인(Red wine)과 디 트 와인

(Dessert wine). 포트(Port) 클래스의 모든 사례는 드 와인(Red wine)과 디 트 와인(Dessert 

wine) 클래스의 사례가 될 것이며, 포트(Port) 클래스는 두 부모 클래스로부터 슬롯과 패싯

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도(Sugar) 슬롯은 디 트 와인(Dessert wine) 클래스로부터 

달콤함(SWEET)이라는 값을 상속 받고, 타닌 함량(tannin level) 슬롯과 색깔(color) 슬롯의 

값은 드 와인(Red wine)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것이다.

4.4 클래스의 생성 시기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하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것인지, 서로 다른 

속성 값을 이용해서 차이 (distinction)을 나타낼 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질 인 여러 클

래스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계층구조나 각 슬롯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극소

수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계층구조는 모두 보는 이를 어렵게 한다. 이 둘 사이

의 바람직한 균형을 찾는 것을 쉽지 않다.

계층 구조에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몇몇 임의 법칙(rules of thumb)

이 있다. 

특정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주로 (1) 상위클래스에 없는 부가적인 속성을 가지거나, 

(2) 상위 클래스와 다른 제한점을 가지거나, (3) 상위 클래스와 다른 관계에 갖는다.

드 와인은 다양한 수 의 타닌을 함유하는데, 이 (타닌 수 이라는) 속성은 와인 체

를 기술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디 트 와인의 당도 슬롯의 값은 ‘달콤함’인데, 이 값을 상

 클래스인 디 트 와인 클래스에 용해 보면 항상 참은 아니다. 피노 아 와인은 해산

물과 잘 어울리지만 다른 드 와인은 어울리지 않는다. 즉, 우리는 상  클래스를 통해 

표 할 수 없는 해당 클래스만의 무엇인가가 있을 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실제로 각 하 클래스는 새로 추가할 슬롯이 있거나, 새로운 슬롯 값을 정의하거나, 상

속받은 슬롯에 특정 패싯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지 않아도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다.

용어의 계층 구조에서 클래스는 새로운 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를 들어, 어떤 온톨로지는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에 한 규모의 참조 계

6) 본 온톨로지에는 드 포트 와인만 포함시킨다. 화이트 포트 와인도 존재하지만,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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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조를 포함한다. 를 들어 자 의료 기록 시스템에 이용되는 온톨로지는 다양한 질병

에 한 분류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분류가 속성이 없는( 는 동일한 속성집합을 갖는) 용

어의 계층구조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1) 구조에 한 탐험(exploration)과 항해

(navigation)를 더 쉽게 해 주고, (2) 의료진이 상황에 합한 일반성 정도를 가진 용어를 

쉽게 선정하도록 해주므로, 단순한 리스트보다는 계층구조로 용어를 조직하는 것이 더 유

용하다.

새로운 속성이 없이도 새 클래스를 작성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가 차이  자체를 모델링

하지 않기로 결정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문가들이 공통 으로 구분하는 개념을 모델링하

는 경우이다. 우리는 상 분야 문가들 간의 의사소통과 문가와 지식-기반 시스템 간

의 의사소통을 돕기 해 온톨로지를 이용하므로, 온톨로지에서 해당 분야의 문가 견해

를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한 이 추가될 때마다 하 클래스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 를 들

어, 우리는 드 와인(Red wine), 화이트 와인(white wine), 로제 와인(Rosé wine) 클래스를 

작성했는데, 실세계에서 와인을 이 게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세한 와인(delicate 

wine), 간 정도의 와인(moderate wine)과 같은 클래스는 만들지 않았다. 클래스 계층구조

를 정의할 때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과 무 많은 클래스를 만드는 것 사이에 균형

을 잡는 것이 요하다.

4.5 클래스 생성 vs 속성 값

우리가 상 분야를 모델링 할 때, 우리는 화이트, 드, 로제 와인과 같은 상세 구분을 

속성 값으로 나타낼 지 각각의 클래스로 나타낼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상 분야

의 범 와 해결해야 할 과업에 달려 있다.

화이트 와인(white wine) 클래스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와인(Wine) 클래스만 만들고 

색깔(color) 슬롯에 서로 다른 값을 채울 것인가? 해답은 보통 온톨로지에서 정의하는 범

에 달려 있다. 화이트 와인(white wine)이라는 개념이 와인 분야에서 얼마나 요한가? 

화이트 와인이 단지 부차 인 요도만 가지고 있으며, 와인이 흰색인지 아닌지가 다른 사

물과의 계에 미치는 향력이 미미하다면, 우리는 화이트 와인에 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와인 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델인 경우에는 색상별 와

인 이블을 한 규칙이 동일하며, 그 구분은 요하지 않다. 그러나 와인, 음식, 그리고 

그 궁합에 한 표 이 필요하다면 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과 매우 다른 것이다: 이 두 

와인은 서로 다른 음식과 짝을 이루며, 다른 속성을 가지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와인

의 색상은 와인 지식 베이스에서도 요한데, 우리가 와인 시음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화이트 와인(white wine)을 별도의 클래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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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슬롯 값을 가진 개념이 다른 클래스 있는 다른 슬롯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우리는 슬롯 값을 이용해 

그 차이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와인 온톨로지는 모든 메를로(Merlot) 와인을 한 클래스로 하지 않고 

드 메를로(Red Merlot)와 화이트 메를로(White Merlot) 클래스로 나 다: 드 메를로

(red Merlots)와 화이트 메를로(white Merlots)는 동일한 포도에서 제조하지만 실제로 다른 

와인이며, 우리가 상세 수 의 와인 온톨로지를 개발한다면 이 차이 은 요하다.

특정 구분이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그 구분에 대하여 다른 값을 가진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구분(값)에 따라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한다.

특정 클래스의 잠재 인 개별 사례를 고려하는 것도 새로운 클래스의 작성여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별 사례가 속한 클래스는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차별화하는데 내재  속성보다 외재  속성을 사용하는 때는, 클

래스의 사례가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식당

에 있는 와인병(wine bottles)을 기술하는 온톨로지에서 차게 한 와인(Chilled wine)은 클래

스가 될 수 없다. 차게 한(chilled)라는 특성은 단지 병에 든 와인의 속성이 되어야 한다. 

차게 한 와인(Chilled wine)의 사례는 이 클래스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 

클래스의 사례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숫자, 색깔, 치는 슬롯 값이며,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와인의 색깔은 와인을 기술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가 된다.

다른 로, 인체-해부학(human-anatomy) 온톨로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개개의 늑골

(ribs)을 표 할 때, “좌측 첫째 갈빗 (1st left rib)”, “좌측 둘째 갈빗 (2nd left rib)” 등을 

각각 클래스로 생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늑골(Rib) 클래스를 만들고, 순서(order)와 치

(lateral position, 좌측-우측)에 한 슬롯을 생성해야 하는가?7) 우리가 온톨로지에서 표 할 

개별 갈빗 에 한 정보에 많은 차이 이 있다면, 갈빗  각각에 한 클래스를 생성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개별 갈빗 가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을 보호하는 신체기  뿐 아니

라 갈빗 의 인 성(adjacency)과 치 정보(개별 갈빗 마다 달라지는)까지 상세하게 표

한다면, 개별 갈빗 에 한 클래스가 필요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일반성 정도가 다소 낮

7) 여기서 우리는 “존의 좌측 첫째 갈빗 ”에 해 얘기하므로 각 해부학  기 이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의 개별 기 은 온톨로지에서 개별사례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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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에서 해부학 분야를 모델링하며, 향후 용할 온톨로지 응용 로그램에서 모든 갈

빗 들이 아주 유사하다면(우리는 방  인체의 다른 기 과 계없이 엑스 이에서 어떤 

갈빗 가 부러졌는지 얘기하 다), 온톨로지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길 원할 것이고, 늑골

(Rib) 클래스만 생성하고 두 개의 슬롯: 측면 치(lateral position), 순서(order)를 부가할 것

이다.

4.6 클래스 vs 개별 사례

온톨로지에서 특정 개념이 클래스인지 개별 사례인지는 온톨로지의 잠재 인 용도에 따

라 달라진다. 어디에서 클래스가 끝나고 개별 사례가 시작되는 지는 상 분야를 표 함에 

있어서 최하 의 요소(granularity)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최

하 의 요소는 온톨로지의 잠재 인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지식 베이스에서 표

하고자 하는 가장 구체 인 개념(items)은 무엇인가? 3 의 1단계에서 제시한 합성 질문

으로 돌아가 보자. 그 질문에 한 답을 구성하는 가장 구체 인 개념이 지식 베이스에서 

개별 사례에 한 가장 합한 후보일 것이다. 

개별 사례는 지식 베이스에서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개념이다.

를 들어 우리가 와인과 음식의 궁합에 해서만 논의한다면, 우리는 물리 인 병에 

담긴 특정 와인에 해서는 심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털링 빈야드 메를로

(Sterling Vineyards Merlot)와 같은 용어가 우리가 사용할 가장 특정성이 높은 단어가 

될 것이고, 스털링 빈야드 메를로(Sterling Vineyards Merlot)가 지식 베이스에서 개별 사

례가 된다.

반면에 와인과 음식의 궁합 외에 식당에서 와인 재고를 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면, 각 

와인 이 담긴 와인병이 지식 베이스에서 개별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스털링 빈야드 메를로(Sterling Vineyards Merlot)의 양조년도 각각을 

속성으로 기재하려면, 와인의 특정 양조년도가 지식 베이스에서 개별 사례가 되며, 스털링 

빈야드 메를로(Sterling Vineyards Merlot)는 모든 양조년도별 사례를 포함하는 클래스

가 된다.

일부 개별 사례를 일련의 클래스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규칙이 있다:

어떤 개념이 자연적인 계층구조를 형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클래스로 표현해야 한다.

와인 생산지를 생각해 보자. 원래 랑스, 미국, 독일과 같은 주요 와인 생산지를 클래

스로 정의하고, 더 구체 인 하  생산지를 사례로 작성할 것이다. 를 들면 부르고뉴 지

역(Bourgogne region)은 랑스 지역(French region) 클래스의 사례이다. 그러나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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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 지역(Cotes d’Or region)이 부르고뉴 지역(Bourgogne region)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  클래스와 사례를 갖기 해서 부르고뉴 지역(Bourgogne region)

이 반드시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르고뉴 지역(Bourgogne region)을 클래스로 

만들고, 코트 도르 지역(Cotes d’Or region)을 부르고뉴 지역(Bourgogne region)의 사례

로 하는 것은 임의 인 결정이다. 어떤 지역이 클래스이고 어떤 지역이 사례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와인 생산지를 클래스로 정의한다. 

Protégé-2000에서는 이용자가 일부 클래스를 어떤 직 인 사례도 갖지 않는 클래스를 의

미하는 추상 클래스(Abstract)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지역 클래스가 추상 클

래스이다(그림 8).

그림 8. 와인 생산지의 계층구조. 클래스명 의 

“A” 아이콘은 해당 클래스가 추상 클

래스이며 어떤 직 인 사례도 갖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클래스명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생략하면, 동일한 클래스 계층구조라도 부정확한 것

이 된다. 알자스(Alsace) 클래스가 랑스(France) 클래스의 하  클래스라고 할 수 없다: 

알자스는 랑스의 일종이 아니다. 그러나 알자스 지역은 랑스 지역의 일종이 된다.

클래스만이 계층구조에서 배열가능하다 지식-표  시스템은 하 -사례에 한 개념

(notion)이 없다. 따라서 4.2 의 용어의 계층구조와 같이 용어 에 자연 인 계층구조가 

있다면, 해당 클래스에 사례가 없더라도 그 용어를 클래스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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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범  제한

클래스 계층구조를 정의하는 마지막 단계로, 온톨로지 정의가 완성되는 시 을 결정하

는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칙이 항상 유용하다:

온톨로지는 대상 분야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응

용분야(각 응용 분야에서의 최대 수준까지)에서 필요한 만큼보다 더 구체화(또는 일반화)

시킬 필요가 없다.

사례로 든 와인과 음식에서, 어떤 종이로 와인 이블을 만들었는지, 새우 요리는 어떻

게 만드는지에 해 알 필요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이 온톨로지는 계층구조에 속한 클래스가 가진 모든 가능한 속성과 구

분 요소(distinctions)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 온톨로지에서, 우리는 분명히 와인과 음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온톨로지에 개별 사례(items)가 속한 클래스의 가장 한 속성들만은 표 한다. 

와인 서 에 포도의 크기가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지식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한 

온톨로지 체계에 있는 모든 용어들 간의 상 가능한 계를 추가할 필요도 없다. 를 들

어,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용어들 간의 모든 계를 더욱 완벽하게 표 하기 해서 온톨

로지에 선호하는 와인(favorite wine)이나 선호하는 음식(favorite food)과 같은 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 규칙은 우리가 기존에 온톨로지에 포함시킨 개념 간의 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용된다. 생물학 실험을 기술하는 온톨로지를 생각해 보자. 이 온톨로지는 유기체(Biolog

ical organisms)를 나타내는 개념을 포함할 것이다. 한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담당자(Ex

perimenter)에 한 개념(성명, 승인내역(affiliation) 등)도 포함할 것이다. 실험담당자는 사

람이므로 물론 유기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온톨로지에 용하지 않

는다: 온톨로지에서 표 하고자 하는 목 에 따르면, 실험담당자는 유기체가 아니며 실험

담당자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온톨로지의 클래스에 해 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 하고자 한다면, 실험담당자(Experimenter)는 유기체(Biologica

l organisms)의 하  클래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측 가능한 온톨로지 응용 분야에 있

어서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 클래스에 이러한 부가 인 분

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해가 된다: 실험담당자의 사례는 몸무게, 나이, 종(species), 그리고 

유기체에 해당하는 기타 데이터에 한 슬롯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험 수행에는 매우 

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톨로지를 고려하거나 온톨로지 응용 역을 결정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해서는 이러한 설계상의 결정을 문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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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로소인 하  클래스

많은 시스템에서 ‘서로소(disjoint)’인 클래스를 분명하게 표기할 수 있다. 각 클래스가 

공통의 사례를 하나도 가지지 않을 때 ‘서로소’라고 한다. 를 들어, 와인 온톨로지에서 

디 트 와인(Dessert wine)과 화이트 와인(white wine) 클래스는 동시에 두 클래스에 속

하는 많은 와인이 있으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스 트 리슬링(Sweet Riesling) 클래스의 

사례인 로더멜 트로 베른아우슬 스 리슬링(Rothermel Trochenbierenauslese Riesling)

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드 와인이면서 동시에 화이트 와인일 수는 없으므로 드 와

인(Red wine)과 화이트 와인(white wine) 클래스는 서로소이다. 공통의 사례를 갖지 않

는 이 두 클래스를 서로소라고 명기하면 시스템에서 온톨로지를 더욱 효과 으로 검증할 

수 있다. 드 와인(Red wine)과 화이트 와인(white wine) 클래스가 서로소라고 선언하

고 나서, 화이트 와인(white wine)의 하  클래스인 리슬링(Riesling)에 해당하며는 동시

에 드 와인(Red wine)의 하  클래스인 포트(Port) 클래스의 하 클래스를 생성하려 하

면, 설계상의 오류가 생긴 것을 시스템에서 지 할 것이다.

5. 속성에 한 상세 정의

이 에서 우리는 온톨로지의 슬롯을 정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추가 사항

을 논의한다(3 의 5단계와 6단계). 주로 우리는 역슬롯과 슬롯의 기본값을 논의한다.

5.1 역슬롯

하나의 슬롯 값이 다른 슬롯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를 들어, 어떤 와인

(Wine)이 특정 양조장(Winery)에서 생산되었다면(produced by), 해당 양조장(Winery)에

서 그 와인(Wine)을 생산한(produces) 것이다. 제조자(maker)와 생산하다(produces)라는 

이 두 계를 역 계(inverse relations)라 한다. “양방향”으로 정보를 장하는 것은 일종

의 복이다. 와인이 양조장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면, 지식 베이스를 사용하는 응용 로

그램은 양조장에서 와인을 생산한다는 역 계에 해당하는 값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

식-획득(knowledge-acquisition)이란 견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정보를 명시 으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이 근 방식은 이용자가 어떤 경우에는 와인 클래스 측의 슬롯 값을 채우

고, 다른 경우에는 양조장 클래스 측의 슬롯 값을 채우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지식-획득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지식 베이스의 일 성을 확보하면서 역 계에 해당하는 값을 채운다.

본 사례에서는 한 의 역슬롯이 존재한다: 와인(Wine) 클래스의 제조자(maker) 슬롯과 

양조장(Winery) 클래스의 생산하다(produces) 슬롯이다. 이용자가 와인(Wine) 클래스의 

사례를 생성하고 제조자(maker) 슬롯의 값을 채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로 생성된 사



온톨로지 개발을 한 일반 지침  109

례를 이에 상응하는 양조장(Winery) 사례의 생산하다(produces) 슬롯에 추가한다. 를 

들어 스털링 메를로(Sterling Merlot)가 스털링 빈야드(Sterling Vineyard) 양조장에서 

생산되었다면,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스털링 메를로(Sterling Merlot)를 스털링 빈야드

(Sterling Vineyard) 양조장에서 생산한 와인 목록에 추가할 것이다(그림 9).

그림 9. 역슬롯의 사례. Winery 클래스의 produces 슬롯은 Wine 클래스

의 maker 슬롯의 역슬롯이다. 한쪽 슬롯을 채우면 다른 쪽도 자동

으로 갱신된다.

5.2 기본값

많은 임-기반 시스템에서 슬롯에 들어가는 기본값을 열거(specification)할 수 있다. 

특정 슬롯 값이 특정 클래스에 속한 부분의 사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값을 해당 슬롯의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슬롯을 포함하는 

특정 클래스의 새로운 사례가 생성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본값을 슬롯에 채운

다. 그 후에 우리는 패싯이 허용하는 다른 값으로 기본값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값은 편리하다: 기본값을 온톨로지 모델에 새로운 제한 을 강요하지도 않으며, 모델을 변

경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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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우리가 사례로 든 와인의 부분이 농도가 진한(full-bodied) 와인이라면, 와인

의 농도에 해당하는 기본값을 “진함”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값을 넣지 않으면,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모든 와인이 “진한 농도(full-bodied)”가 될 것이다.

이 기본값이 슬롯 값(slot values)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라. 슬롯 값은 변하지 않는다. 

를 들어, 당도(sugar level)라는 슬롯이 디 트 와인(Dessert wine) 클래스에서는 달콤

함(SWEET)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디 트 와인(Dessert wine)의 모든 

하  클래스와 사례가 당도(sugar level) 슬롯의 값으로 ‘달콤함(SWEET)’을 가질 것이다. 

이 값은 어떤 클래스의 하  클래스나 사례를 변경할 수 없다.

6. 개념의 명명 방식

온톨로지에서 개념을 명명하는 규정을 정의하고 이 규정을 고수하는 것은 온톨로지를 

이해하기 쉽게 할 뿐 아니라 흔히 범하는 모델링 실수를 피하도록 해 다. 개념을 명명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 특정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클래스와 슬롯의 명명하는 규정을 정의하고,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

지식 표  시스템에서 다음 특징은 명명 규정의 선정에 향을 다:

 해당 시스템이 클래스와, 슬롯, 사례에 한 동일한 이름 공간(name space)을 가지는

가? 즉, 시스템에서 클래스와 슬롯에 동일한 이름(winery 클래스와 winery 슬롯과 같

이)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해당 시스템이 소문자를 구분하는가? 즉, 시스템에서 같은 용어라도 시작하는 문자

가 소문자로 구분될 때(Winery와 winery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취 하는가?

 시스템에서 명명할 때 어떤 구분 문자(delimiters)를 허용하는가? 즉, 이름이 공백문자, 

쉼표, 별표 등을 포함할 수 있는가?

를 들어 Protégé-2000에서는 온톨로지 임 체에 단일 이름 공간을 사용하며, 

소문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우리는 클래스와 슬롯을 동일하게 Winery라고 명명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자로 시작하는 Winery를 클래스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Winery를 슬롯으로 할 

수는 있다. 반면에, CLASSIC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클래스와 슬롯, 개별 사례에 

해 서로 다른 이름 공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기 으로 하면, 클래스와 슬롯

을 동시에 Winery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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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문자 표기 vs 구분 문자 사용

우선 우리가 개념명에 해 일 성 있게 문자를 사용한다면 온톨로지의 가독성을 상

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 소문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클래스명을 문자로, 슬

롯명을 소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개념명이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 진 경우

(Meal course와 같이), 우리는 각 단어를 구분해야 해야 하는데, 여기 몇몇 가능한 선택사

항이 있다.

공백 문자 사용: Meal course(Protégé를 포함한 많은 시스템에서, 개념명에 공백 문자

를 허용한다.)

용어를 붙여 쓰고 새 단어를 문자로 표기: MealCourse 

이름에 이나 시(dash), 이외 구분 문자를 사용: Meal_Course, Meal_course, 

Meal-Course, Meal-course. (구분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뒤에 나오는 새 

단어를 문자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식-표  시스템에서 이름에 공백 문자를 허용한다면, 많은 온톨로지 개발자들에게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 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계한 시스

템이 상호작용할 다른 시스템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다른 시스템에서 공백 문자를 사

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표  매체도 공백 문자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명하다.

6.2 단수 는 복수

클래스명은 사물의 집합을 표한다. 를 들어 와인(Wine) 클래스는 실제로 모든 와인

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개발자들은 클래스를 Wine이라고 하기보다 Wines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다(실제로는 단수형 클래스명이 더 일반 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

하든지, 온톨로지 체 으로 일 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들이 개념

명으로 단수형을 쓸 지 복수형을 쓸지를 사 에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선택 사항을 변경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나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설계담당자가 Wines 클래스를 만들고 Wine 클래스

를 그 하  클래스로 생성하는 모델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다(4.1 을 보라).

6.3 두사와 미사 사용 규정

일부 지식-베이스 구축 방법론에서는 클래스와 슬롯을 구분하기 해 이름에 두사나 

미사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롯명에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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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as-를 붙이거나 미사인 of를 붙이는 것이다. has-를 붙여 슬롯을 표 한다면 

has-maker나 has-winery가 된다. 그리고 of-를 이용한다면 maker-of나 winery-of와 같이 명명

한다. 이러한 근방법은 이 용어를 보면 구나 즉각 으로 해당 용어가 클래스인지 슬롯

인지 알 수 있게 해 다. 그러나 용어가 다소 길어진다.

6.4 기타 고려사항

명명 규정을 정의하는데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개념명에 “클래스”, “속성”, “슬롯”과 같은 문자열을 붙이지 말라.

를 들어 해당 개념이 클래스인지 슬롯인지에 한 문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덧붙

여 여러분이 클래스와 슬롯에 서로 다른 명명 규정을 용하면(즉, 각각 문자와 소문자

로 구분하는 것), 이름 자체로서 개념이 나타내는 바를 지시해  것이다.

개념명에 약어를 쓰지 않는 것이 명하다(즉, Cab 신에 Cabernet Sauvignon을 사용

하라)

특정 클래스의 직 인 하  클래스의 이름은 상  클래스명을 부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를 들어 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표 하기 해 

와인(Wine) 클래스에 두 개의 하  클래스를 생성하면, 드 와인(Red wine)과 화이

트 와인(white wine)이라고 하든지, 드(Red)와 화이트(White)라고만 해야 한다. 드 

와인(Red wine)과 화이트(White)라고 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정보원

이 지침에서 시를 들기 한 온톨로지 개발 도구로 Protégé-2000을 사용하 다. Duineveld와 

그의 동료들은 이외 여러 온톨로지 개발 도구들을 기술하고 비교하 다(Duineveld et al. 

2000).

우리는 온톨로지 개발 기 를 설명하려하 으며, 온톨로지 개발을 한 향상된 방식

(topics)이나 다른 안들은 논의에서 제외하 다. Gómez-Pérez(Gómez-Pérez 1998)와 Uschold 

(Uschold and Gruninger 1996)가 제시한  다른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도 있다. Ontolingua 

설명서에서도 지식 모델링의 몇몇 형식 인 측면을 다루었다(Farquhar 1997).

재, 연구자들은 온톨로지 개발 뿐 아니라 분석도 강조한다. 더 많은 온톨로지를 작성

하거나 재활용할수록, 더 많은 도구들을 온톨로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

어 Chimaera는 온톨로지 분석을 한 진단 도구를 제공한다(McGuinness et al. 2000). 

Chimaera를 이용하면 온톨로지의 논리  정확성과 흔히 나타나는 온톨로지 설계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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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할 수 있다. 온톨로지 설계자는 Chimaera에서 수행하는 진단을 이용해 개발 인 

온톨로지가 일반 인 온톨로지-모델링 실무에 합한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8. 결  론

이 지침에서, 우리는 선언  임 기반 시스템을 한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을 기술

하 다. 온톨로지 개발 과정의 각 단계를 제시했으며, 클래스 계층구조와 클래스의 속성, 

개별 사례를 정의하는데 제기되는 복잡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지침의 모든 규

칙과 제안에 따르는 것 이외에, 가장 요한 것은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도 단 하나의 올바른 온톨로지란 없다. 온톨로지 설계는 창조 인 과정이며 설계담당자가 

다르면 온톨로지도 달라진다. 온톨로지의 잠재 인 용도와 상 분야에 한 설계자의 

이 온톨로지 설계 방식에 향을  것이다. “증거는 푸딩 안에 있다” 우리가 각자 설

계한 온톨로지의 품질은 설계 목 에 따라 응용됨으로써만이 평가할 수 있다.

감사의 

Protégé-2000 (http://protege.stanford.edu)은 Stanford Medical Informatics에 소속된 Mark Mus

en 연구진이 개발했다. 우리는 Protégé-2000에 OntoViz 러그인을 설치하여 본문에 제시한 

그림을 생성하 다. 와인 온톨로지의 기 버 은 Brachman과 그의 동료들이 출 하고(Bra

chman et al. 1991), CLASSIC 지식 표  시스템을 통해 배포한 버 을 이용한 Ontolingua 

온톨로지 라이 러리(http://www.ksl.stanford.edu/software/ontolingua/)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가

져온 온톨로지를 선언  임-기반 온톨로지로 개발하기 해 개념-모델링 원칙을 표

하도록 수정하 다. 안에 한 Ray Fergerson과 Mor Peleg의 코멘트가 이 지침의 수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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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 국제목록원칙규범 의견수렴

IFLA 국제목록원칙규범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세계 으로 의견을 요청합니다.

ㅇ 기   한 : 2008년 6월 30일 

ㅇ 송부처 : Barbara Tillett, Chair, IFLA's IME ICC Planning Committee 

           자우편: btil@loc.gov 는 fax : +1 (202) 707-6629

ㅇ 투표양식 : http://www.ifla.org/VII/s13/icc/principles_review_200804.htm

             국제목록원칙규범과 용어집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IFLA 목록분과에서는 도서  목록에 사용되는 서지 코드와 거 코드의 내용에 한 

표 을 진함으로써,  세계의 목록 정보 공유를 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 모

색을 목표로 세계의 목록규칙 제정자와 목록 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5개 지역에서 개

최하 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 목표에 더하여, 회의는 이들 지역에서 사용되는 목록규칙을 확인하고, 

그 규칙의 유사 과 차이 을 비교하여, 국제목록규칙을 개발하기 한 시각을 가지고 특

정 핵심 원칙에 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기 해 계획되었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의는 개 IFLA 총회가 열리는 시기와 장소를 택하여 8월에 세계 

5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2003년에는 독일 랑크푸르트에서 유럽과 미 목록규칙 작성

자들이, 2004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 스에서 남미와 캐러비언 국가들이 참가하

으며, 2005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랍어사용 국가와 북부 아 리카 국가들이, 2006

년에는 한국 서울에서 아시아지역 규칙 제정자들이, 2007년에는 남아 리카공화국 토

리아에서 사하라지역 이남의 아 리카국가 문가들이 각각 참가하 습니다. 이제 검토할 

안은 국제목록원칙규범과 용어집이며, 이는 그 동안 회의에 청되었던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논의되고 수정된 결과물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도록 호의를 베풀고 지원을 해  IFLA와 OCLC, 독일국립도서 , 부에노

스아이 스의 산 안드 아 학, 이집트국립도서 , 미국의회도서  카이로사무국, 알 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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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도서 , 압둘아지즈왕립공공도서 , 한국 국립 앙도서 , 남아 리카공화국 국립도서

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계 인 검토에서 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한 후, 최종안은 IFLA 제4부회인 서지

제어부회의 목록분과 상임 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와 의견을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의 연락처로 보내

주십시오.

http://www.ifla.org/VII/s13/icc/principles_review_200804.htm

by 2008 June 30 to:

Barbara B. Tillett

Email: btil@loc.gov

Fax: +1 (202) 707-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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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목록원칙규범

2008년 4월 10일 버

서  언 

일반 으로 ‘ 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목록원칙규범은 1961년 국제목록원칙

회의에서 승인되었다1). 목록 작성을 한 국제 표 화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한 이 원칙

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었다. 즉, 이 원칙이 선언된 이래,  세계에서 제정된 부분의 

목록규칙은 엄 하게 혹은 어도 상당한 수 에서 이 리원칙을 용하 다. 

40년 이상이 경과된 지 , 국제 으로 일련의 공통된 목록원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비단 

목록작성자에게만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온라인 열람용 목록(OPAC)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되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IFLA는 온

라인목록과 그 이상의 것에도 용할 수 있는 목표에 이 리원칙을 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목표는 목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원칙은 텍스트로 된 작에서부터 모든 유형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표목

의 선정과 형식에서부터 도서  목록에서 사용되는 서지데이터와 거데이터의 모든 부문

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리원칙을 체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이 원칙(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일반 인 목표

1. 용 범  

2. 개체, 속성, 계 

3. 목록의 기능 

4. 서지기술 

5. 근  

6. 거 코드 

7. 탐색 능력의 기반 

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 1961). Report. - London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63, p. 91-96.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6(1962), p. 162-167,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 Annotated edition /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 London :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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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원칙은 목록작성과 련하여  세계의 한 통에 기 하고 있으며2), 

IFLA에서 발간한 ‘서지 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RBR)에서 제시한 개념 모델과 주제명목록 부문에 리원칙을 확장한 ‘ 거데이

터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AD)에 기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서지데이터와 거데이터의 국제 인 공유를 증 시키고, 국제 인 목록규칙

을 발 시키기 해 노력을 다하는 목록규칙 작성자를 안내하기를 기 한다.

0. 일반 인 목표

목록규칙 제정과 련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3). 그 에서도 최고의 목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0.1. 목록 이용자의 편의 

기술( 록을 작성)하고 근에 필요한 제어형식의 이름을 결정할 때 이용자를 염두

에 두어야 한다. 

0.2. 용법 

기술과 근에 사용된 표  어휘는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일치해야 한다. 

0.3. 표  

기술에서의 개체나 근을 한 제어형식의 이름은 개체 자체를 기술한 방식에 기

해야 한다. 

0.4. 정확성

기술 상인 개체는 충실하게 표 해야 한다. 

0.5. 충분성과 필요성 

이용자의 과업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고 아울러 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데 필수

인 기술요소  근을 한 제어형식의 이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0.6. 요성 

요소는 서지 으로 요한 것이어야 한다. 

0.7. 경제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반 으로 가장 경제 인 방법을 우

선 시 해야 한다(즉, 최소 비용이나 가장 단순한 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0.8. 일 성과 표 화 

2) Cutter, Charles A.: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rewritten.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Ranganathan, S.R.: Heading and canons. Madras [India]: S. Viswanathan, 1955, Lubetzky, 

Seymour. 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Phase I: Descriptive Cataloging. Los Angeles,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1969

3) 서지문헌 특히 Svenonius, E.의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2000, p. 68.에서 설명한 Ranganathan과 Leibniz의 문헌에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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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근 의 작성은 가능한 한 표 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 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서지데이터와 거데이터의 공유 가능성을 증 시킨다. 

0.9. 통합성 

모든 유형의 자료에 한 기술  개체에 한 제어형식의 이름은 가능한 한 일련

의 공통의 규칙에 기 해야 한다. 

목록규칙의 각 조항은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자의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이상의 목표가 상호 모순 될 수 있고,  각기 정당성을 가지지만 실 인 

해결 방안을 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주제명 시소러스와 련하여, 용할  다른 목표가 있지만 이 규범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용 범  

여기에 제시된 원칙들은 목록규칙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기 한 것이다. 이 원

칙은 서지데이터와 거데이터, 그리고 행 도서  목록에 용된다. 한 이 원칙은 도

서 과 기록보존소, 박물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작성한 서지 일과 데이터 일에도 

용이 가능하다. 

이 원칙이 의도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서지자원에 한 기술목록과 주제명목록에 일

되게 근하기 한 것이다. 

목록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최상의 원칙은 목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다. 

2. 개체, 속성, 계 

2.1. 서지 코드에서의 개체 

서지 코드를 작성할 때 지  혹은 술  노력의 산물을 포함하여 다음의 개체4)

를 고려해야 한다. 

작(Work) 

표 형(Expression) 

구 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

2.2. 거 코드에서의 개체 

거 코드는 인명이나 가족명, 단체명5), 주제명을 제어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는 서지 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 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

(FRAD)에서 설명된 제1그룹의 개체들이다.

5) 개인, 가족, 단체는 서지 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 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서 설명된 

제2그룹의 개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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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주제로 기능하는 개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작(Work) 

표 형(Expression) 

구 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 

개인(person) 

가족(family) 

단체(Corporate Body) 

개념(Concept) 

객체(Object) 

사건(Event) 

장소(Place)6)  

2.3. 속성 

각각의 개체를 식별하는 속성은 서지 코드와 거 코드에서 데이터 요소로 사

용되어야 한다. 

2.4. 계 

서지 으로 요한 개체간의 계는 목록 반에 걸쳐 식별되어야 한다. 

3. 목록의 기능 

목록의 기능은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1. 서지자원의 속성이나 계를 이용하여 탐색한 결과로서 소장자료  해당 자원을 

발견하는 기능 

3.1.1. 특정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

3.1.2.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

동일 작에 속하는 모든 자원 

동일 표 형에 속하는 모든 자원 

동일 구 형에 속하는 모든 자원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 는 단체의 모든 작과 표 형 

특정 주제에 한 모든 자원 

일반 으로 탐색 결과의 이차 인 제한을 해 기타 기

(언어나 발행국, 발행년, 내용  유형, 물리  유형 등과 같은)

으로 한정한 모든 자원  

6) 개념, 객체, 사건, 장소는 서지 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 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서 설명된 

제3그룹의 개체들이다. [주: 향후 개체가 추가될 수 있다. FRAD report가 ‘최종’ 버 이 될 때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FRAD'의 상표, 식별부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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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지자원이나 책임주체를 식별하는 일

(즉 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찾고자 하는 개체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유

사한 특징을 지닌 둘 이상의 개체를 구별하는 일) 

3.3. 이용자의 요구에 합한 서지자원를 선정하는 일

(즉 내용이나 물리  형태와 련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료를 선정

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는 일) 

3.4. 기술된 개별자료를 입수하거나 근을 확보하는 일 

(즉 구입이나 출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는 원격자원에 온라인 연결을 통해 자 으로 개별자료에 

근하는 일) 혹은 거 코드나 서지 코드를 입수하거나 확보하는 일

3.5. 목록의 안 을 항해하는 일

(즉 작이나 표 형, 구 형, 개별자료 간의 계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에 한 서지정보의 논리  배열과 명확한 이동 방법을 제시하는 것) 

4. 서지기술 

4.1. 서지기술은 일반 으로 구 형  하나의 사례인 개별자료에 기 하며, 구 형에 

내포된 작과 표 형이 가진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4.2. 일반 으로 각각의 구 형에 해 독립된 서지기술을 작성해야 한다.

4.3. 서지 코드의 기술부는 국제 으로 합의된 표 에 근거해야 한다.  

4.4. 기술부는 목록이나 서지 일의 목 에 따라 완 성의 수 을 달리할 수 있다.

5. 근  

5.1. 개요 

서지 코드와 거 코드를 검색하기 한 근 은 다음의 일반원칙(1. 용 범

 참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근 은 제어될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제어되지 않은 근 에는 구 형에 기재된 본표제, 서지 코드에 부가된 키워드, 

는 서지 코드 내 어디든지 기재된 키워드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제어된 근 은 서지 코드와 거 코드에 근을 제공하기 해 개체에 나타

나는 이름과 주제명의 거형식과 상이한 형식을 포함한다. 제어된 근 은 일

단의 자원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일 성을 제공한다. 거형 근 은 다

음의 표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형 근 은 개체와 상이한 이름

의 형식을 구별해주는 식별기호와 함께 거 코드에 수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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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 의 선정 

5.2.1. 작  표 형의 표제(제어된), 구 형의 표제( 개는 제어되지 않은), 제어된  

작자의 이름형식을 서지 코드에 한 근 으로 포함한다. 

작자로서의 단체인 경우, 비록 그 단체의 임직원의 직 로 개인이 서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필연 으로 해당 단체의 종합 인 의지나 활동을 

표 한 작, 는 그 작의 성격과 련하여 표제의 용어가 그 단체가 그 

작의 내용에 종합 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작으로 

한정한다. 

부차 으로는 기술 상인 서지자원을 탐색하고, 식별하며, 선정하는 데 요

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개인명이나 가족명, 단체명, 주제명  제어된 형식을 

서지 코드의 근 으로 제공한다. 

5.2.2. 해당 개체의 상이한 형식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형식의 이름도 거 코드

에 한 근 으로 포함한다. 련된 이름을 통하여 부차 으로 근할 수 

있다. 

6. 거 코드 

거 코드는 근 으로 사용되는 거 형식의 이름과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제어

하기 해 작성되어야 한다. 근 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이름에는 개인과 가족, 단체,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 개념, 상, 사건, 장소와 같은 각종 개체가 해당된다. 

6.1. 거형 근 의 이름 선정 

개체에 한 거형 근 은 그 개체를 일 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우선하

는 형식의 이름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 이름은 구 형에서 에 두드러지게 기

재된 이름이거나 혹은 목록 이용자에게 합하며 리 인정되는 이름이어야 한다

( 를 들면 ‘ 용명'). 

6.1.1. 개인, 가족 는 단체가 상이한 이름 는 이름의 상이한 형식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각각 구별되는 신원에 하나의 이름 는 하나의 이름 형식을 거형 

근 으로 선정해야 한다.

6.1.1.1. 상이한 형식의 이름이 구 형이나 참조 정보원에 나타나는 경우와 이 상

이한 형식이 동일한 이름의 다른 표 (즉, 완 형 는 축약형)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 에 따른다. 

6.1.1.1.1. 일반 으로 알려진 ( 는 용 인)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식 인 이름보다는 일반 으로 알려진 이름이 우선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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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2. 일반 으로 알려진 이름이나 용 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인 이름이 우선한다. 

6.1.1.2. 단체가 하나의 이름에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상이한 이름을 계속된 

기간에 사용한 경우, 각기 이름의 요한 변경은 그 이름을 새로운 개체

로 간주하여, 각각의 개체에 한 해당 거 코드를 단체명의 변경 이  

거형식과 이후 거형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6.1.2. 한 작에 해 상이한 표제가 있는 경우, 하나의 표제를 작/표 형의 우선

하는 표제를 근거로 선정해야 한다. 

6.1.3. 한 개체의 거형 근 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표제는 

상이한 형식의 근 이나 체되어 표시되는 형식으로 사용되기 해 해당 

개체의 거 코드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거형 근 의 언어 

이름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표 된 경우,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된 표 형의 

구 형에 기재된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나 문자인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합한 언어나 

문자로 된 구 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하여 정할 수 있다. 

거형 근 이나 상이한 형식의 근 을 통하여, 가능하면 원문의 언어와 문

자로 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번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 인 문자변환 표 을 따

라야 한다. 

6.3. 거형 근 의 형식

거형 근 을 작성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개체와 구

별하기 해 개체와 그 개체의 상이한 이름의 우선하는 이름에 식별특성을 추가

로 보기해야 한다.

6.3.1. 개인명의 형식

인명이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거형 근 의 올림말 선정

은 구 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인명과 주로 련 있는 국가

나 언어의 행에 따라야 한다.

6.3.2. 가족명의 형식 

가족명이 여러 단어로 구성된 경우, 거형 근 의 올림말 선정은 구 형이

나 일반 참고자료에 기재된 것으로 그 가족과 주로 련된 국가나 언어의 

행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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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단체명의 형식 

단체명에 한 거형 근 은 구 형이나 일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순서

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외로 한다. 

6.3.3.1. 단체가 법  할 기  는 지방자치체의 기 인 경우, 거형 근 은 

목록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합한 언어와 문자로 된 이름으로 재 사용

되는 형식으로 시작하거나 그 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6.3.3.2. 단체명이 종속 계이거나 종속 인 기능을 내포하는 경우, 는 종속 단

체를 식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거형 근 은 상 단체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한다. 

6.3.4. 작/표 형의 이름의 형식 

작 는 표 형, 구 형, 개별자료의 거형 근 은 독립된 표제일 수 있

고, 는 작의 작자명과 함께 이름과 표제가 결합된 표제일 수도 있다. 

작/표 형의 이름의 형식을 다른 이름들과 구별하기 해 표제 요소로 단체

명과 지명, 언어, 날짜 등과 같은 식별요소를 보기하여 표제를 한정시킨 것일 

수도 있다. 

6.3.4.1. 작/표 형에서 우선하는 표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 에 따라야 한다.

6.3.4.1.1. 원어로 된 작의 구 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표제

6.3.4.1.2. 참고자료에 기재된 표제, 는

6.3.4.1.3. 구 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표제

6.3.4.2. 어떤 표제가 거형 근 으로 선정되더라도, 상이한 표제도 근을 

해 포함되어야 한다.

7. 탐색 능력의 기반 

7.1. 탐색과 검색 

근 은 1)서지 코드와 거 코드 그리고 이들 코드와 련된 서지자원의 

검색에 신뢰도를 부여하고, 2)탐색결과를 한정하는 서지 코드의 요소이다. 

7.1.1. 탐색장치 

특정 도서 의 목록이나 서지 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 이름과 

표제, 주제명을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면 완 형식의 이름

이나 키워드, 어구, 단검색 등에 의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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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필수 근

필수 근 은 서지 코드와 거 코드에 있는 각 개체의 주된 속성과 개체

간의 계에 기 한 것이다. 

7.1.2.1. 서지 코드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 근 으로 한다. 

작자명 는 둘 이상의 작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첫 번째 작자명 

작/표 형의 우선표제 

구 형의 본표제 는 보충표제

발행년 는 배포년

주제명표목, 주제어

분류기호 

기술된 개체에 한 표 번호, 식별기호, ‘등록표제' 

7.1.2.2. 거 코드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 근 으로 한다. 

개체의 거형 이름이나 표제 

개체의 식별기호

개체의 상이한 형식의 이름이나 표제 

7.1.3. 부차  근  

서지기술부나 거 코드의 기타 사항에 속하는 속성은 선택 인 근 으로 

는 탐색에서 여과하는 장치나 한정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7.1.3.1. 서지 코드에 속하는 그러한 속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하의 부차  작자명 

연주자의 이름 는 작자 이외의 역할을 수행한 개인명이나 가족명, 단

체명

등표제, 권두표제 등

총서의 거형 근

서지 코드 식별기호 

언어 

발행국 

내용유형

운반체유형

7.1.3.2. 거 코드에 속하는 그러한 속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련된 개체의 이름이나 표제 

거 코드 식별기호 

[번역: 국립 앙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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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집

2008년 4월 10일 버

이 용어집은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용어(일반 인 사 에서의 정의

가 아닌)를 포함한다. BT=상 어 : NT=하 어 ; RT= 련어

근  (Access point) - 서지 코드나 거 코드 는 참조에서 탐색되고 식별되는 이름, 

용어, 부호 등 

[출처: RFAD와 IME ICC에 따라 수정된 GARR]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NT],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NT], 

이름(Name)[RT], 비제어형 근 (Uncontrolled access point)[NT], 이형 근

(Variant form access point)[NT]도 보라

부차  근  (Additional access point) - 서지 코드나 거 코드의 검색을 확장하기 

하여 필수 근 에 추가되어 사용되는 근  

[출처: IME ICC]

필수 근 (Essential access point) [RT]도 보라

책임주체 (Agent) - 자원의 생명주기에서 역할을 지닌 개인( 자, 발행자, 조각가, 편자, 

감독, 작곡가 등)이나 집단(가족, 조직, 회사, 도서 , 악단, 국가, 연합 등) 

는 자동장치(기상 기록 장치, 소 트웨어 번역 로그램 등)

[출처: DCMI Agents Working Group에서 수정한 연구 작업을 한 정의] 

자(Author)[NT], 작자(Creator)[NT]도 보라 

속성 (Attribute) - 개체의 특성. 속성은 어떤 개체에 내재된 고유한 것일 수 있고, 외부

에 귀속되어 있을 수 있다.

[출처: FRBR] 

자 (Author) - 원 작의 지 , 술  내용에 책임을 지는 작자 

[출처: IME ICC]

책임주체(Agent)[BT], 작자(Creator)[BT]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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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코드 (Authority record) - 개체(책임주체 혹은 작/표 형, 주제)를 식별하며, 해

당 개체에 한 거형 근  혹은 개체에 한 근 에 근을 용이하게 하

기 해 사용될 수 있는 코드

[출처: IME ICC]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 - 규칙이나 표 에 따라 확정되고 구축된 개체

에 한 우선 제어형 근

[출처: IME ICC] 

근 (Access point)[BT], 제어형 근 (ontrolled access point)[BT]도 보라.

작/표 형의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 for the work/expression) 

- 작/표 형에 한 이름의 우선 형식으로, 구 형을 탐색/ 근을 해, 해당 

구 형 간의 링킹/그룹화를 통해 연결되며, 작자명이나 식별요소의 보기가 있

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출처: GARR의 변경(통일표제)]

작/표 형의 이름(Name of the work/expression)[BT]도 보라.

서지기술 (Bibliographic description) - 서지자원을 식별하는 일련의 서지데이터

[출처: ISBD] 

서지 코드 (Bibliographic record) - 구 형을 기술하고 구 형으로의 근을 제공하며, 

련된 작과 표 형을 식별하는 일련의 데이터요소

[출처: IME ICC] 

서지자원 (Bibliographic resource) - 구 형 는 개별자료

[출처: IME ICC]

서지 단  (Bibliographic unit) - 이 원칙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구 형(Manifestation)을 보라.

매체유형 (Carrier type) - 자원의 내용을 보고, 재생하고, 작동하기 해 필요한 개 장

치의 유형과 결합하여 장매체와 매체를 담는 용기의 형식을 나타내는 명칭 

[출처: 2008년 1월에 개정된 RDA 용어집]

합집, 선집, 집 (Collection 1) - 실제나 가상으로 둘 이상의 작이 결합되었거나 함께 

간행된 작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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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Collection 2) - 실제나 가상으로 특정 기 이 소장하거나 제작한 서지자원 세트

[출처: IME ICC] 

개념 (Concept) - 추상  념이나 사상

[출처: FRAD(주제와 련된), FRBR] 

내용유형 (Content type) - 내용을 표 하는 커뮤니 이션의 기본형식과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각을 표 한 명칭. 내용유형은 작과 표 형 모두의 속성을 반 한다.

[출처: 2008년 1월에 개정된 RDA 용어집]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 - 동일한 개체의 상이한 이름, 이름의 형식, 용

어, 는 부호를 제어하기 해,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해 거

코드에 기록된 근 .

[출처: 수정된 GARR]

제어형 근 은 이름으 이형으로 제시된 형식뿐만 아니라 거형식 는 우선

하는 형식을 포함한다. 제어형 근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개인명, 가족명, 단체명에 기 한 근 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다.

  - 작의 이름( , 표제), 표 형, 구 형, 개별자료를 기 로 한다.

  - 작의 표 인 표제와 함께 작자의 이름이 결합된 작을 나타내는 이

름/표제 근 의 경우처럼 두 개의 이름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 사건, 사물, 개념, 장소에 한 용어에 기 한 것일 수 있다.

  - 표 번호, 분류 색인 등과 같은 식별기호에 기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지닌 개체 간을 구별하기 해 이름 그 자체에 

기타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 , 날짜).

[출처: FRAD - 거 일을 통해 제어된 이름과 용어에 모형의 이 있다는 

주기가 있다.]

근 (Access point)[BT],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NT], 이름(Name)[RT], 

비 거형 근 (Uncontrolled access point)[RT], 이형 근 (Variant form 

access point)[NT]도 보라.

용명 (Conventional name) - 단체나 장소, 사물 등의 공식명 이외의 리 알려진 이름

[출처: AACR2 Revision 2002의 수정, Glossary] 

단체 (Corporate Body) - 하나의 단 로 활동하며 특정한 명칭으로 식별되는 조직이나 일단의 그룹

[출처: FRAD, FRBR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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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Creator) - 작의 지  는 술  내용에 책임을 지닌 개인, 가족, 단체

[출처: IME ICC]

책임주체(Agent)[BT], 자(Author)[NT]도 보라.

기술목록법 (Descriptive cataloguing) - 기술 데이터와 비주제 근  두 가지를 제시하

는 목록기법의 한 역

[출처: IME ICC] 

주제명목록법(Subject cataloguing)[RT]도 보라 

개체 (Entity) - 하나의 단 로 완결된 특성을 지닌 것… 독립된 존재이고… 추상, 념

 생각, 사고의 상이나 직  상

[출처: Webster's 제3 ]

FRBR과 FRAD에서 시를 든 개체 유형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지 , 술  노력의 산물로서의 개체(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 이러한 산

물의 지 , 술  내용에 책임을 지거나 물리  제작 혹은 배포, 리상의 책임을 

지닌 개인과 단체(개인, 가족, 단체); 혹은 지 , 술  표 의 주제(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 개인, 가족, 단체, 개념, 상, 사건, 장소)

[출처: IME ICC] 

필수 근  (Essential access point) - 서지 코드나 거 코드에서 각 개체의 주된 속

성과 개체간의 계에 기 한 근 으로 서지 코드와 거 코드의 검색과 식

별을 확실하게 한다.

[출처: IME ICC] 

부차  근 (Additional access point)[RT]도 보라.

사건 (Event) - 행 나 일어난 일.

[출처: FRAD(단체로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주제로 간주하지 않음), FRBR] 

표 형 (Expression) - 작의 지  는 술  실 물.

[출처 : FRAD, FRBR] 

가족 (Family) - 출생, 결혼, 입양, 혹은 유사한 법  신분에 의해 련된 둘 이상의 개

인, 혹은 스스로를 하나의 가족으로 표 한 둘 이상의 인물.

[출처 : FRAD, IME ICC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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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 (Heading) - 이 원칙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을 보라 

개별자료 (Item) - 구 형에 한 하나의 사례

[출처 : FRAD, FRBR] 

등록표제 (Key title) - ISSN 네트워크에서 계속자료에 부여한 고유한 이름으로서 ISSN 

자체와 불가분의 계로 연결되어 있다. 등록표제는 본표제와 동일할 수 있고, 

고유성을 갖기 해 발행처, 발행지, 사항 등과 같은 식별요소나 한정요소가 

보기될 수 있다. (ISSN 편람을 보라)

[출처: ISBD(CR)] 

구 형 (Manifestation) - 작의 표 형을 물리 으로 구 한 것

[출처 : FRAD, FRBR] 

구 형은 작의 합집, 개별 작, 한 작의 구성요소를 상으로 할 수 있다. 

구 형은 하나 이상의 물리  단 로 나타날 수 있다.

[출처: IME ICC] 

이름 (Name) - 개체를 식별하기 한 문자 혹은 단어, 일단의 단어나 문자로서, 개인이

나 가족,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문자를 포함하여, 개념이나 상, 사건, 장소를 

식별하는 용어를 포함한다. 아울러 작과 표 형, 구 형, 개별자료에 부여된 

표제를 포함한다. 근의 기 로 사용된다.

[출처: FRAD에서 수정된 FRBR]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RT],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RT], 

이형 근 (Variant form access point)[RT]도 보라

작/표 형의 이름(Name of the work/expression) - 작/표 형은 동일하지만 구 형이 

상이하고 표제가 다른 경우, 이를 제어하기 해 기재하는 작/표 형의 표제이

며,  작자명이나 식별요소의 보기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출처: GARR의 변경(통일표제)]

작/표 형의 거 근 (Authorized access point for the work/expression)[NT]도 보라

정규화 (Normalized) …

거형(Authorized) …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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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bject) - 사물

[출처: FRBR] 

개인 (Person) - 개인이나 집단이 정하거나 채택한 개인 혹은 하나의 인물

[출처: FRAD에서 수정된 FRBR, 수정된 IME ICC] 

장소 (Place) - 치

[출처: FRBR] 

참조 (Reference) - 이 원칙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이형 근 (Variant form 

access point)을 보라.

계 (Relationship) - 개체와 그 사례 간의 특수한 연결

[출처: FRBR을 기 로]

주제목록법 (Subject cataloguing) - 주제명표목/주제어나 분류기호를 제시하는 목록기법

의 한 역

[출처 : IMEICC] 

기술목록법(Descriptive cataloguing)[RT]도 보라 

매체의 유형(Type of carrier)

매체유형(Carrier type)을 보라

내용의 유형(Type of content)

내용유형(Content type)을 보라

비제어형 근  (Uncontrolled access point) - 거 코드에서 제어되지 않은 근

[출처 : IMEICC] 

근 (Access point)[BT],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RT]도 보라

통일표제 (Uniform title) - 이 원칙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작/표 형의 거형 

근 (Authorized access point for the work/expression)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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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 근 (Variant form access point) - 개체의 거형 근 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

름의 형식으로, 개체의 거 코드를 근 하기 해, 참조로 표 하기 해, 

거형 근 으로 링크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 IMEICC] 

근 (Access point)[RT], 제어형 근 (Controlled access point)[BT], 이름(Name)[RT]도 보라

작 (Work) - 지  는 술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 , 지  는 술  내용)

[출처: IME ICC에서 수정된 FRAD, F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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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호주국립도서  장서(collection)는 도서 의 가장 훌륭한 업 이다. 이 장서는 호주국립도서

이 1901년 호주연방의회도서 (Commonwealth Parliamentary Library)으로 설립된 이래, 여러 해에 

걸쳐 구축되고 있다. 1960년 제정된 국립도서 법(The National Library Act 1960)은 호주와 호주

국민과 련된 도서  자료의 망라 인 수집을 포함하여, 도서  자료를 국가의 장서로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장서는 도서, 잡지, 지도, 인쇄 악보, 그림, 필사자료  역사  구술 

녹음자료를 포함한다. 장서는 인쇄 형태자료가 주류를 이루나 상당한 양의 마이크로형태자료와 

차 증가하는 자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약 550만 건에 이르는 국립도서 의 소장 자료

는 호주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도서  장서를 형성한다.

장서개발에 한 지속 인 의무는 호주국립도서  략 선언문 “Directions for 2006~ 

2008”1)에서 재확인 되고 있다. 

이 선언은 호주 출 물의 포 인 수집과 기타 호주 문헌자원에 한 선별  수집을 

강조한다. 한 지속 인 우선순 로서, 기존의 강 에 구축되고 연구를 지원하는 해외 

인쇄  자자료의 수집을 확인한다. 이 선언서는 한 국립도서 이 지역사회 일반인과 

연구자가 창조 인 콘텐츠와 생각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해, 신 인 

웹 기술 이용이 포함된 새로운 디지털자료 수집 모형을 연구할 것을 표명한다. 장서개발정

책의 이번 개정에는 이러한 략 인 우선순 를 반 한다.

1981년 이래로 국립도서 은 호주  해외 모두를 상으로 한 장서수집정책을 지속

으로 개정해 왔다. 그동안 정보 기술의 발 , 출   정보 보  경향  도서  서비스 

제공의 국내외  발 은 정책 변화에 향을 끼쳐왔다. 이 정책의 최신개정은 정책 방향의 

변화를 알리기 해서가 아니라, 특히 해외정보의 경우, 인쇄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신 

자형태로 된 정보의 근제공에 더 힘쓸 것임을 공표하기 해 이루어졌다. 국립도서

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에 커다란 향을 미쳐 왔던 발 이라 함은, 인쇄형태로 수

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방 한 정보에 근할 수 있는 규모 자형태 출 물에 한 

입수가능성을 말한다. 한 개정된 장서 정책은 국립도서 의 종래의 문헌 수집 역할이 호

주의 웹 사이트와 온라인 출 물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장되었음을 인정한다. 

국립도서 의 장서는 호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국가 자산이다. 호주 내 다른 

도서 의 장서와 함께, 이러한 장서는 호주가 소장하고 있는 4천만 건 이상의 소재 치를 

알려주는 “Libraries Australia”2) 서비스에 의해 진된 국가 인 자료 공유의 버 목이다. 

국립도서 은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여 지속 으로 장서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이 문

건에서 제시한 방향에 한 논평을 환 한다. 

Jan Fullerton

국립도서관장

1) Directions 2006~2008 : http://www.nla.gov.au/library/NLA_Directions_2006~2008.pdf

2) 호주의 도서 에서 소장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 http://librariesaustralia.nla.gov.au/apps/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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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1901년 호주연방의회도서 으로 설립된 호주국립도서 의 재 장서는 호주  

태평양 지역과 련하여 훌륭하게 구성된 여러 장서를 토 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 에는 페더릭(Edward Augustus Petherick, 1847-1917)장서, 퍼거슨(John 

Alexander Ferguson, 1881-1969)장서, 스 난키벨(Rex de Charembac Nan Kivell, 

1898-1977)장서가 있다.3) 1912년 법  납본 조항이 포함된 작권법(Copyright Act 

1912)의 통과로 한 호주 출 물의 강력한 장서를 한 기 를 세웠다. 호주와 

태평양 지역과 련된 인쇄 자료의 수집은 지도, 악보 그리고 필사자료에 한 

극 인 수집이 뒷받침해왔다. 회화, 스 치, 화  사진의 형태로 된 회화 작품 

역시, 구술역사녹음자료가 그러한 것처럼 호주 장서의 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1.2 국립도서 의 해외분야 장서는 사회과학  인문학에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고, 

일 이 1950년 부터 아시아 국가들에서 집 으로 수집하 다. 아시아의 장서와 

일반 인 해외 장서 모두는 다수의 잘 구성된 장서나 개인장서의 입수로 강화되

었으며, 이는 이미 강력해진 시 의 장서에 상당한 깊이를 더해 다.

 장서개발정책의 목

  1.3 이 장서개발정책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국립도서  내에서 호주  해외자료 

수집의 범 와 성격을 정의한다. 

   1960년 국립도서 법(National Library Act 1960)  호주 자료와 련된 국립도서

의 법  의무조항의 실무 인 해석

   호주  해외 자료의 재 수집정책에 한 공식 인 선언

   도서  자료를 선정하는 국립도서  직원을 돕기 한 실무 지침

   호주의 다른 도서   수집 기 이 국익의 에서 더 높은 수 으로 장서개

발에 력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지침 

  1.4 제2장~제8장은 인쇄출 물, 자자료, 필사자료, 구술역사  민간 승의 녹음이나 

녹화자료, 회화  무용을 포함한 호주 장서의 성격과 범 에 한 개요를 설명한

다. 국립도서 은 지도자료  음악자료(호주와 해외 출 물을 모두 포함)에 있어

서 특별한 강 이 있다. 이에 해서는 제9장과 제10장에 설명되어 있다. 제11장-

제16장의 해외장서개발정책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술, 과학 등 기본 으로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 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집에 한 제12장, 

3) 특정 개인 수집가  가문에 의해서 구축된 장서로 호주국립도서 에서는 여러 장서를 수집하고 소장

하고 있다. 참조 <http://www.nla.gov.au/collect/form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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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은 국립도서 이 이 두 개의 크고 다양성을 가진 지역에 우선순 를 두고 

있음을 알려 다. 국가 인 수집기 으로서의 국립도서 의 지 를 활용하여 구축

된, 해외정부와 정부간 출 물에 한 국립도서 의 강력한 장서(제17장)를 한 

정책이 선언되어 있다. 신문 장서에 한 정책도 선언되어 있다(제18장). 이러한 

자료의 내용은  주제에 걸쳐있다. 이 정책선언에서 작성된 장서수집 기 은 컨스펙

터스방법(Conspectus methodology)4)에서 추출되었다. 이 방법은 도서 장서의 강

을 평가하고 사정하기 한 국제 으로 승인된 기 이다. 다양한 컨스펙터스 장서 

수 의 정의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수집 범

1.5 장서는 인쇄 출 물, 원자료(original material)와 자자료를 포함한다. 인쇄 출 물

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단명자료(ephemera)5), 악보집  낱장악보, 지도책 

 낱장지도(sheet maps)를 포함한다. 원자료란 출 되지 않은 것으로 필사자료와 

사 (私的) 기록물, 그림, 구술역사녹음자료  민간 승 녹음이나 녹화자료를 포

함한다. 자자료는 국립도서  장서에서 자료들을 디지털화한 자료 사본들, 자 

, 디지털 이미지, 구술역사녹음, 이메일 일 등과 같은 ‘태생 인 디지털(born 

digital)’자료, 인쇄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웹사이트, 상업 으로 출 된 온

라인 자자료, CD-ROM, DVD  로피 디스크와 같은 물리  형태의 자자료 

등을 포함한다. 

1.6 장서를 한 자료 선정에 있어, 국립도서  직원은 자료가 장서개발정책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고려한다. 그럼으로써 도서 직원은 주제 역, 지리  용범 , 비

용, 자료의 물리  특성, 지속 인 보존의 필요성, 기존 장서와의 련성 등과 같

은 면들을 고려한다.

1.7 국립도서 은 장서에 추가하기 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의 범 를 확 하기 해 자자료에 한 근을 차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국립도서 은 수많은 호주  해외 온라인 색인, 데이터

베이스, 문(全文)으로 된 신문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에 한 링크를 제

공하고 구독한다. 그  일부 자료는 어느 곳에 치해 있든지 모든 이용자가 무

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자료들은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제한되고 오직 

4) Conspectus methodology : 미국 연구도서 그룹에서 개발한 도서  장서평가 방식으로 도서 의 규모와 

상황에 합하게 장서를 주류, 강목, 요목별로 구분하여, 재장서수 , 수집의지수 , 목표장서수 이

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 평가한 후, 각 장서에 합한 장서수 기호를 부여하는 표 화되고 객

인 장서평가방법이다(박진희, 컨스펙터스방법을 이용한 장서평가 연구, 1997).

5) 단명자료(ephemera) : 일시 인 흥미나 가치를 가진 팸 릿 등의 자료를 말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 , 한

국도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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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  내부에서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국립도서

의 인쇄자료 장서를 보완하며 때때로 그에 한 강화된 근을 제공한다. 인쇄자

료 장서에 용되는 자료선정 원칙이 동일하게 용되며 한 비용 비효율성과 

라이선스 조건의 성 역시 고려한다. 

 장서에 한 근 

1.8 국립도서 의 장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들은 등록된 국립도서

 이용자라면 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별히 희귀하거나 귀 한 자료 는 한정

은 특별열람실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이용할 수 있다. 국립도서 이 신문, 연

속간행물, 단행본 자료를 인쇄형태와 마이크로필름 모두를 소장한 경우에는, 마이

크로필름으로 이용될 것이다. 

1.9 자료들은 한 호주 상호 차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도서 에 여된다. 호주와 

해외 단행본은 상호 차를 통해 출될 수 있다. 다만 출하면 손상되기 쉬운 호

주의 단행본, 기 장서 자료에 속하는 호주의 단행본, 오직 한 권만 소장된 1950

년 이 에 출 된 호주의 단행본은 제외된다. 국립도서 은 자료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상되는 일부 호주에서 출 된 자료들의 복본을 구입한다. 

1.10 소장 자료들은 호주 작권법에 따라 복제될 수 있다. 국립도서  장서 내 자료의 

복제는 국립도서 의 CopiesDirect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이 요청할 수 있다. 

<http://www.nla.gov.au/copiesdirect>

1.11 국립도서 의 장서를 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미목록규칙 제2 (AACR2), 듀

이십진분류법(DDC), 미국의회도서 주제명표목표(LCSH)를 포함한 서지 표 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 한 목록 코드는 Libraries Australia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호주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ANBD)

에 추가된다. 이용자들은 국립도서 의 온라인목록<http://catalogue.nla.gov.au> 는 

Libraries Australia의 한 부분인 <http://librariesaustralia.nla.gov.au>에서 검색할 수 

있다. 

1.12 장서에 한 근을 증 하기 하여 국립도서 은 정기 으로 자료를 디지털화

하며, 디지털 복제본을 만든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자료는 국립도서 의 온라인 

목록 는 원문자원발견서비스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고, 국립도서 의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된다. 자료들은 그림, 지도, 낱장 악보, 구술역사녹음자료, 선정된 필

사자료  신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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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에 한 지침

1.13 국립도서  웹사이트 <www.nla.gov.au>는 국립도서 과 그 장서  서비스에 

한 최신 정보원을 제공한다. 웹사이트에는 국립도서 의 호주와 해외자료 수집정

책, 개별 기형성 장서의 상세사항, 형태별 장서에 한 기술(記述), 특정 주제

에 한 독자용 안내뿐만 아니라 필사자료 련 검색보조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1.14 장서와 특히 련된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Published Guides <www.nla.gov.au/guides/prguides.html>: 국립도서 의 소장 자료에 

해 특정한, 혹은 장서에 한 요한 참조를 포함하는 요 서지사항과 안내

를 제공한다.

 Guides <www.nla.gov.au/guides/>: 선정된 주제에 한 핵심자료를 포함하는 범

한 안내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E-자원 <www.nla.gov.au/apps/eresources/action/front>: 문(全文) 데이터베이스, 색

인, 자 , 웹사이트, 주제안내를 포함한 국립도서 의 모든 자자원에 한 

향상된 주제 근을 제공한다.

 What We Collect <www.nla.gov.au/collect/index.html>: 수집한 자료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장서의 많은 부분과 링크되어 있다.

 Find <www.nla.gov.au/find/>: 목록, 자자원, 장서에 한 안내  그 외 많은 정

보원에 한 링크를 제공한다.

 장서의 보존

1.15 국립도서 은 장서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호주의 문화유산의 일부인 호주의 장서

를 보존하기 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있다. 동시에 국립도서 은 장서에 한 

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존재한다. 보존 결정은 국립도서 의 보존정책에 

따른다.<www.nla.gov.au/policy/prespol.html>

1.16 국립도서 은 호주 장서에 해 가장 요한 보존 책임을 지며, 일반 으로 보존

처리 로그램은 그러한 장서를 직 인 처리 상으로 한다. 국립도서  보존

로그램의 핵심 목 은 자료의 이용과 장서에 미치는 요성이 일 되도록 유지

하고 보존하기 한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와 장서에 한 국립도서 의 투자를 

고려하여, 한 보 , 보안, 취 과 같은 방  보존조치 등은 모든 국립도서

 장서에 정기 으로 용된다. 

1.17 해외 자료에도 동일한 방  보존조치가 용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 자료의 

이용을 연장하기 해 작은 수리가 행해질 것이다. 희귀하고 유일하거나 특별히 

요한 일부 해외 자료는 호주의 장서와 동일한 우선 인 보존순 가 주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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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자료는 사진촬 ,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에 의한 형태 변환이 실

행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국립도서 은 보존활동의 일부로써 해외자료를 복제

할 것이다.

 국립도서  자료의 폐기  보유 

1.18 법정납본도서   연구도서 으로서, 국립도서 은 일반 으로 자체 장서로 된 

자료를 처분하지 않는다. 처분은 오직 자료가 훼손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체본이 만들어졌을 경우, 는 출 물의 복본이 소장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해외 

인쇄출 물 장서의 일부 자료들이 연구 목 으로 보유할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충

분한 수 의 정보 완 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간주될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 

1.19 그러한 폐기는 국립도서 의 자료 폐기와 보유에 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iscard and Retention of Library Material)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

<www.nla.gov.au/policy/disquide.html>

2. 호주의 장서 : 일반 사항

 범
2.1 국립도서 법 제6조a항(The National Library Act 1960, s6(a))은 국립도서 의 국가

인 문헌유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정 납본, 구입  기증을 

통한 망라 인 호주의 장서개발을 지시한다.

2.2 국립도서 이 수집한 호주의 도서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인쇄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단명자료, 악보, 낱장악보)

 마이크로형태자료

 필사자료와 사 (私的) 기록물

 그림 자료(회화, 스 치, 화, 포스터, 사진)

 지도(지도책과 낱장지도)

 구술역사자료와 민간 승자료

 자자료

2.3 출 된 음향, 화  비디오녹화자료는 국립 화음향자료원6)의 책임이므로 이러

한 자료들은 수집하지 않는다.

6)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호주국립도서  장서개발정책  141

2.4 상업 으로 는 사 으로 출 된 호주의 자료는 1968년 작권법 제201조

(Copyright Act 1968, s.201.)에 의한 법정 납본을 통해 수집된다. 이 법은 호주의 

모든 출 사가 호주에서 출 된 도서  자료1부를 국립도서 에 납본하도록 요구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도서  자료’의 정의는 일반 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팸 릿, 낱장인쇄물, 낱장악보, 지도, 도면, 차트와 표’를 의미한다. 해당 법

령문을 출 한 당시에는, 오늘날 학문과 연구를 해 필요한 도서  자료로써 간

주되는 마이크로 형태자료와 자자료와 같은 형태는 1968년 작권법에서 다루

지 않았다.

2.5 정부 출 물은 1968년 자권법의 법  납본 조항을 용받지 않지만, 주(州)정부 

 지역정부가 내린 다양한 명령문은 정부기 이 국립도서 과 주 도서   지

역도서 에 자료를 납본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도서 은 포 으로 연방 정부 출

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6 CD-ROM과 같은 물리  형태의 자자료는 이러한 자료들의 출 사나 제조업자

와의 자발 인 납본 합의 는 구입을 통하여 수집된다. 온라인 출 물과 웹사이

트는 선정되어, 출 사의 허락아래, 호주의 웹 아카이 <pandora.nla.gov.au/index.html>

인 도라로 복제된다. 

2.7 필사자료, 그림, 인쇄된 단명자료, 포스터는 기증과 구입을 통하여 수집된다. 반면, 

구술역사녹음자료과 민간 승녹음자료는 일반 으로 국립도서 에 권한이 있다. 

때때로 국립도서 은 특정 주제 역을 목표로 하는 특별 선정 로젝트를 수행

한다.

 다른 기 과의 계

2.8 국립도서 은 자체 장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호주의 자료에 심 있는 다른 수집

기 들의 수집 활동을 고려하기 해 노력한다. 재 특정 범주의 자료와 련된 

다른 기 과 다수의 력 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정은 수집 책임을 공유하는 

공식 인 정에서부터 상호 심이 되는 구매에 한 비공식 인 자문까지 다양

하다.

 인쇄출 물의 법  납본 

2.9 국립도서 은 주립도서   지역도서 과의 정에 포함되는 특정 출 물을 제

외한, 법  납본에 포함되는 자료의 수집에 한 책임을 진다. 국립도서 은 일반

으로 지역사회에 요한 자료만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보

존에 한 책임은 해당 주립도서 이나 지역도서 에 있다. 일부 사례로 주립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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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역도서 이 주 역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한 역할에 해, 공공도서

이나 지역학습센터와 같은 지방 수집 기 과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출 물

2.10 호주 온라인 출 물의 국가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립도서 은 온라인형

태의 자료에 해 책임을 지는 본토의 주립도서 , 북부지역도서 , 그 외 다른 

수집기 들과 력한다. 그러한 수집기 에는 국립 화음향자료원7), 호주 쟁기

념 8), 호주원주민연구소9) 등이 포함된다. 각 력기 은 자신들이 공표한 선정 

지침<pandora.nla.gov.au/guidelines.html>에 따라 책임져야 할 온라인출 물과 웹사

이트를 선정한다. 그 다음 호주의 웹 아카이 인 도라<pandora.nla.gov.au/index.html>

에 장하고 선정된 표제에 한 근을 (출 사의 허가아래) 제공한다. 도라

는 국립도서 이 앙 리하여 운 한다. 타즈매니아주립도서 은 자체 아카이

인 Our Digital Land: Preserved Tasmanian Websites <http://odi.statelibrary.tas.gov.au>와 

STORS: Longterm storage of Tasmanian electronic documents <www.stors.tas.gov.au>

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2.11 국립도서 은 폭넓게 호주연방과 호주수도자치지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온

라인 정부간행물, 그 외의 국가 으로 요한 웹 자원에 책임을 진다. 주립 도서

과 북부지역도서 은 할 지역의 정부간행물과 주(州)나 지역 으로 요한 그 외

의 웹사이트에 책임을 진다. 국립 화음향자료원은 화와 음향과 련된 사이트를 

수집하며, 호주 쟁기념 은 쟁과 군 와 련된 사이트를 수집한다. 호주원주민

연구소는 원주민이 운 하는 사이트나 원주민에 한 사이트를 수집한다. 

 그 외 다른 기 의 수집 책임

2.12 호주국가기록원은 호주 연방정부의 기록을 수집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주립기록

원(The State Archives of Public Record Offices)은 주 정부의 기록을 수집한다. 양 

기 에 모두 련된 부문에 해서는( 를 들면 명한 호주 정치인의 사 인 문

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 에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를 거쳐 가장 한 

기 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게 된다. 

2.13 호주원주민연구소는 주로 호주 원주민 련 출  작물과, 호주 원주민에 의해 

출 된 작물이거나 그들의 언어로 된 작물을 포 으로 수집한다. 한 

7)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8) Australian War Memorial

9)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는 정확하게 “호주원주민과 토 스 스

트 이트섬주민연구소”이지만, 이 에서는 편의상 “호주원주민연구소”로 표기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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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이 재정을 지원한 연구에서 산출된 원자료와 기 과 련된 자료들을 수

집하며 이용을 장려한다. 국립도서 은 호주원주민과 련된 모든 논의를 다루는 

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리고 국립도서 은 심의 역에 

속하는 원자료, 주로 필사자료 혹은 그림자료( 를 들면, 사진)의 수집에 해서

는  기 과 자문회의를 거친다. 국립도서 은 정기 으로 의 기 에 련된 

책과 단명자료의 복제물을 이 한다. 

2.14 호주국립미술 10)은 호주의 술을 포함한, 술 역 자료를 수집한다. 국립도

서 은 역사 , 문헌  가치가 있는 호주의 그림 자료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만

일 개인 수집가나 딜러가 상호 심 역의 자료들을 제안한다면,  기 과 자문

회의를 거친다. 국립도서 은 한 특수화되고 포 인 인쇄자료 장서를 해 

미술 연구도서 11)에 단명자료를 기증한다.

2.15 호주 쟁기념 은 호주가 참 한 쟁과 시 운 에 련된 자료들의 국가 인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국립도서 은 호주인이 참여한 분쟁에 련된 필사자

료, 그림 작물, 단명자료, 지도 자료를 수집할 때  기 과 자문회의를 거친다.  

2.16 국립 화음향자료원은 호주 화 제작의 결과물, 음향 녹음물, 라디오방송 자료, 

그 외 다른 매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004년부터 국립 화비

디오 출장서(National Film and Video Lending Collection)를 개발하는 책임은 국

립도서 에서 국립 화음향자료원으로 이 되었다. 

2.17 호주국립박물 12)는 호주와 호주인의 역사가 담긴 유물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상호 심 역의 자료 수집에 해서는 박물 과 자문회의를 거친다.

2.18 호주국립해운박물 13)은 호주의 해운 분야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국립도서

은 특히 비도서분야( 를 들면, 필사자료 혹은 사진수집물)에서 상호 심 역의 

자료 제의에 해 자문회의를 거친다. 

2.19 호주국립 학 노엘 볼틀린 기록보존소14)는 오랫동안 상업, 노동조합, 고용주 조

직에 한 기록물 보존소 다. 국립도서 은 학교와의 정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는 수집을 하지 않는다.

2.20 다른 기 과 국립도서 의 계에 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제5장 필사자료(5.19-20), 제6장 구술역사녹음자료  민간 승 녹음자료

10) The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11) Gallery's Research Library

12)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13)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14) The Noel Butlin Archives Centre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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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3), 제7장 그림자료(7.24-26), 제8장 지도자료(8.22), 제9장 음악자료(9.31-3

7), 제10장 무용자료(10.10-12), 제12장 해외장서:아시아(12.40-43), 제13장 해외장

서:태평양(13.10) 등이다.

3. 호주의 인쇄자료

 정  의

3.1 호주의 인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호주  호주 토 내에서 발행된 자료

 해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자가 호주인인 자료( 자가 호주 태생이거나, 호주에

서 임시로 거주하거나 는 망명자인 경우) 

 해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주제가 체 으로 는 체로 호주에 한 자료

 언  어

3.2 모든 언어와 문자로 된 호주의 인쇄자료를 수집한다. 

 수  집

3.3 규모의 여러 기  장서는 호주  태평양 지역의 기 역사와 련된 호주의 

인쇄물 장서의 기 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서에는 퍼거슨(Ferguson)장서, 스 난

키벨(Rex Nan Kivell)장서, 페더릭(Petherick)장서, 그리고 호주 조류학에 한 매튜

(Mathew)장서와 같은 문 인 장서가 포함된다.

3.4 국립도서 은 된 인쇄자료의 확인  구입, 법  납본을 통한 자료의 수집 등

에 의해 이러한 장서를 지속 으로 구축하 다. 1912년에 제정된 작권법

(Copyright Act 1912)은 최 의 법  납본 조항을 포함하 다. 그러나 1950년 까

지 자료의 부족으로 국립도서 은 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국립도서

의 범 한 수집 목 은 1968년 작권법(Copyright Act 1968)의 법  납본 조항 

는 정부간행물에 용되는 다양한 합의에 포함된 부분의 인쇄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3.5 그 결과로, 호주 학문의 심층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포

인 자료의 장서가 형성된다. 국립도서 은 자신들이 수집하지 않은 자료들이 국

내 어느 곳에서든 수집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장하기 해서 다른 기 과 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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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도서 은 국립도서  수집정책과 호주의 인쇄자료에 심을 가지는 다른 

수집기 의 정책에 나타나 있듯이 주립도서 과 북부지역도서 의 수집 목 을 

고려한다(2.8-2.9조 참조). 

3.6 국립도서 의 장서에 자료를 포함시키기 한 가장 요한 고려사항은 항상 출

물의 정보 내용이다. 이는 주류 출 계 외에서 나온 자료가 단치 않거나 단명자

료이든 간에, 혹은 출 된 장소와는 계없이, 만약 재 는 미래에 연구 가치

를 가지고 있다고 단되면 수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사회의 최신 경향을 

특징짓는 공개토론회의 논의, 연합 모임  단체와 련된 상당한 정도의 문헌이 

이 범주에 속한다. 

3.7 국립도서 은 해외에서 출 된 호주 인쇄자료에 하여 어도 한 책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출 물들은 국립도서 의 자료선정활동과 국립도서 의 해외 공 자

에 의해 식별된다.

 인쇄자료의 특수 범주에 한 수집 지침 

3.8 호주의 상업출 물  정부간행물은 호주 인쇄자료 장서의 핵심 인 부분을 형성

한다.

3.9 인쇄자료  몇 가지 범주에 속하는 자료에는 특수 수집 지침이 있다. 그 범주와 

지침은 제3장의 이하 부분에 개 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 

완 한 목록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호주에서 출 되고 있는 것에 한 

체 범 를 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국립도서 의 수집 목 의 견지에

서 장서 선정 직원의 의견에 따라, 가장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출  자료의 범주

를 표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범주는 국립도서 의 수집 정책을 충족시

키는 것을 조건으로 장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집지침은 지침에서 

취 한 장서 역의 일반 인 수집 목 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요하고 바람직한 부분을 담당하는 개별 인 단을 지속 으로 요한

다. 이러한 기 은 상업  자료이거나 개인  자료 혹은 정부간행물이든 간에 모

든 수집 자료에 용된다.

 고 자료

3.10 고   자료를 표하는 자료들은 단명자료처럼 계속해서 보 되며, 단명

자료에 해 용되는 지침과 동일한 선정 지침이 용된다(3.19-3.22조 참조). 이

러한 자료는 상품에 한 설명, 상품에 한 정보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다양

한 매기법과 과장된 기법이 강조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컨 , 국내시장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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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업, 제조산업, 여가산업, 운송산업을 표하는 범 한 상품과 서비스 내용

이 포함되도록 시도한 자료들이다.

 달력  비즈니스 다이어리

3.11 정치  는 사회  쟁 , 술가, 취미( 개 사진으로 삽화가 있는)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의 달력  비즈니스 다이어리는 이러한 출  분야가 기록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편견이나 심을 반 하기 해 선별하여 수집한다. 달력

에 힌 요사건, 수치 인 정보, 기타 사실, 그림 등과 같이 일반 으로 다이어

리와 련된 정보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다이어리는 문구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수집하지 않는다. 

 교과과정 자료 

3.12 국립도서 은 교육 자료를 문으로 하는 상업 출 사와 학출 부의 출 물을 

포 으로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한 호주 연방정부기 과 교육문제 련 국

내 단체  회의 출 물을 포 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고등교육기 이나 그 

기  내의 특별부서가 출 한, 사람들이 리 심을 가지고 용할 수 있는 연

구논문과 자료들을 포 으로 수집한다.

3.13 국립도서 은 주 정부기 , 지역자치정부기 , 비(非)정부 교육기 이 출 한 

등 교과과정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국립도서 은 한 순 히 지역의 이해

계에 해당하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으며, 한 수업  테스트용으로 복사할 수 

있는 자료(blackline masters), 교육용 활동지(activity sheets)  빈칸 채우기 자료

(fill-in) 출 물과 같은 상업 으로 출 된 교육보조자료 역시 수집하지 않는다.

3.14 국립도서 은 호주의 기술 문교육기 (TAFE)15)이나 고등교육기 , 등 과정 

후 교육기 의 교육자료는 개별 학과에서 가르치기 해 작성하 거나 해당기

만의 과정이나 특별 단원에 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

료에는 학교 시험지, 연구 노트, 교육보조자료, 교재자료 등이 포함된다.  

 출 지자료와 기 자료

3.15 근이 제한된 출 물은 법  납본 상이며 국립도서 은 출 사에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다. 근 조건은 출 물의 이용 편의를 해 제한을 최소화할 목

15)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는 호주의 증등 후 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술 문 교육기

으로 주로 등교육을 마친 청소년 취업  사회 각 분양의 필요 문 인력을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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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구 으로 근이 제한되어야 하는 출 물

은 일반 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3.16 출 공표 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료를 수

집하기 해 비를 한다. 

3.17 출 사가 자료를 기 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무엇이든지 국립도서 은 사

진촬 제한  독자 근 제한 등을 포함하여, 납본인이 희망하는 근 제한 규정

을 수하는 유연함을 가진다. 

3.18 일부집단에게만 한정된 기 자료는 본래  출 되지 않은 자료와 혼동이 되

어서는 안 된다. 로 내부 기 문서가 있다. 그러한 자료는 납본에 한 책임이 

없다. 국립도서 은 오직 출 된 기 자료만을 수집한다.

 단명자료

3.19 다섯 장 이하의 출 물은 일반 으로 단명자료로 취 하며(약술한 고려사항을 조

건으로) 소책자, 작고 얇은 팸 릿, 고 단지, 포스터, 장, 로셔, 로그램 

 카드를 포함한다. 그러한 단명자료는 호주의 사회생활과 문화의 양상에 한 

사실 인 문헌 기록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료는 도서 이 수집하고 연구자가 이

용하는 통 인 정보원 외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바라볼 때 상

당히 풍요롭게 한다. 국립도서 은 설명된 범주 내에서 단명자료의 선별 인 장

서를 유지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범 하게 수집하지만, 단명자료는 일반

으로 국가에 한 자료를  수집하며, 특정 지역에 한 자료들은 수집하지 

않으나 요성에 따라 해당 주립도서  혹은 자치지역도서 으로 자료를 회부한다. 

3.20 수집을 해 인정되는 단명자료는 사실  정보나 서술  정보 혹은 디자인이나 

로고, 상화 등 요한 시각  요소가 양 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포함된 자료

이어야 하며, 혹은 그 자체의 모양이 우수한 자료인 경우이다.

3.21 설명한 범주에 속하는 다섯 장 이상의 자료에, 연속간행물이나 단행본이 포함되

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자료로 취 해야 하는지에 하여서는 한 건씩 평가한다. 

그러나 일 성과 편의성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자료 역시 단명자료로 취 하는 

것이 보다 하다고 간주한다.

3.22 수집하는 단명자료의 주요 범주와 주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로그램이 포함된 공연 술 자료. 이러한 자료는 호주의 연극, 음악, 무용, 

련 공연 술 역사를 표하는 범 한 역을 취 하기 해 심도 있게 수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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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아마추어 극단의 자료는 호주수도자치지구에서 공연한 것 외에는 수

집하지 않는다. 

 연방정부 선거 단명자료. 이러한 자료는 포 으로 수집한다. 지방 선거, 주 선

거 는 자치지역 선거와 련된 자료는 일반 으로 수집하지 않지만 해당 주립

도서  는 자치지역 도서 에 회부한다.

 도서출   유통정보자료. 이 자료에는 호주의 도서유통, 도서출 사, 개상, 

시상, 경매 등의 련 회  원회가 포함된다.

 국내 단체  기 에 한 실질 인 정보를 담고 있는 해당 기 에 한 자료. 

도서 과 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재 호주 사회의 경향을 특징짓는 공개 토론 문제 련 자료  집단과 사회운

동조직 련 자료. 를 들면 사회 의료  논의, 정치  운동, 사회집단 등을 말

한다. 

 지리  지역과 련된 자료 는 역사 으로 심 상 지역을 설명하는 자료로

서 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를 들면 여행 로셔, 지역 가이드 등과 같

은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선별 으로 수집한다. 

 국가 으로 요한 행사, 를 들면, 2001년 호주연방100주년기념, 2000년 시드

니올림픽과 같은 요한 국가 기념행사와 국가 인 체육행사, 주요 기념일 등의 

련 자료. 이러한 자료는 포 으로 수집한다.

 장기간에 걸쳐 호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보여주는 고 

자료  표 인 견본이 포함된 매목록. 이 자료는 제한 으로 수집한다.

 실물교재, 공 품, 입체 실물자료( 를 들어 궤도, 성냥갑, 배지, 모형). 이러한 

자료는 포 으로 수집하는 자료의 범주와 련된 경우와 다른 곳에서는 쉽사

리 표 되지 않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에 수집한다. 이는 개인 인 문서와 필

사자료 장서에 속하는 실물자료와 같은 경우가 그 사례이다( , 메달). 다른 경

우의 실물교재, 공 품, 입체 실물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가족사(家族史)자료와 족보자료

3.23 호주는 가족사자료  족보자료의 연구와 제작에 속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

다. 호주의 가족사자료와 족보 련 학회, 단체, 개인들은 연구가치로나 기록 으

로 범 하고 실질 인 요한 정보가 수록된 상당한 양의 출 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도서 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지만, 주로 이들 자료를 생산하는 학회

나 집단의 운 인 혹은 홍보 인 성격이 있거나 이익과 련된 소식지는 수집

하지 않는다. 족보 연구를 지원하기 해 수집되는 다른 자료에는 마이크로 형태

로 복제된 공식 인 기록물과 정부기 의 공식 기록물, 그 밖에 묘지색인(cemetery 

index)과 같은 기록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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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립도서 은 실질 으로 출 된 텍스트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족역사에 한 

비디오, 챠트, 표, 기타 그림으로 표 된 가계도를 수집하지 않는다. 출 되지 않

은 가족사자료는 호주의 인쇄자료 장서를 해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이

나 그 구성원 개인이 조 이라도 국가에 의미가 있거나 요성을 지닌 경우, 

는 이들이 유명한 호주의 문서 수집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사자료 형태로 

필사자료 장서에 포함하기 해 수집할 수 있다.

 정부간행물

3.25 국립도서 은 호주연방정부 출 물을 포 으로 수집한다. 주정부와 자치정부의 

간행물은 일반 으로 망라하여 수집하지만 순 히 지방의 이해 계 자료인 경우

는 제외한다. 

3.26 지방정부가 생산한 출 물은 선별 으로 수집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는 지방 기

자치단체인 시, 군, 구, 읍, 면, 동 등이 포함된다. 정 , 규정, 재무제표, 회의

록, 지방세납부자 보고서 등과 같은 간행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 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 는 지방 공공도서 과 같은 지방수집기 이 수집한 

출 물을 정리하는 책임은 련 있는 주립도서 이나 자치지역 도서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정 자료와 술가의 도서(Artists' Book)16)

3.27 한정 으로 출 된 작물은 법정 납본 상이며, 국립도서 은 출 사와 더불어 

이러한 한정 을 수집하기 해 힘쓴다.

3.28 술가의 도서는 술품과 공 품으로 제작된 도서로 선택 으로 수집된다. 국립

도서 은 가능한 한 다양한 술가의 서 을 리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연구자료

3.29 국립도서 은 지역사회와 지방의 역사와 발 에 한 출 작물을 수집한다.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의 기 과 단체들에 한 출 물을 수집한다.

3.30 지방의 이해 계가 주된 내용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은 해당 주립도

서 이나 자치지역도서 에 달려있다. 혹은 주립도서  는 자치지역도서 들이 

16) Artists' Book은 책 속에 담긴 정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한 책이다. 상업  책들과 달리 

책이나 책의 형식을 모호하게 따르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내용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혹은 개인

으로 제작되고 출 된 책( 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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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합의나 지역도서 과 지역연구장서가 맺은 합의에 따른다. 련 자료는 본

질 으로 지방에서 요하며, 련된 지역과 지방에 주립도서 과 자치지역도서

이 근 해 있기 때문에, 이 도서 들이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하고 리하는 

것이 훨씬 실용 이며 효율 이다.

3.31 국립도서 은 호주수도자치지구의 포 인 인쇄자료 장서를 개발하여 왔다. 이

러한 출 물 장서는 일반 인 수집 지침을 따른다. 그 지침은 를 들면, 뉴스

터, 단명자료, 지역정부출 물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련 출 물에 용이 

된다. 일반 으로 국립도서 은 국가의 수도이며 연방정부의 심지로서 캔버라

의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는 자료의 수집에 집 한다. 반면, 호주수도자지지구 유

산도서 17)은 그 지역 내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과 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장애인을 한 자료 

3.32 장애인을 한 인쇄자료는 연방정부의 법 납본 조항에 의해 수집한다. 재 이 

자료는 큰 활자 인쇄도서와 복합매체키트18)의 두 범주로 나뉘며, 인쇄자료와 비

인쇄자료가 모두 포함되고, 장애인들을 해 고안되었다. 행 법정 납본 조항에 

속하지 않는 자료, 를 들면 자책이나 오디오책과 같은 자료는 극 으로 수

집하지 않는다. 

3.33 국립도서 은 국가 자지정장서19)을 유지한다. 이는 학술  성격 혹은 참고  성

격을 지니면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지만 지속 으로 알려진 자책으로 구성된다. 

자료는 해외 는 호주에서 발행된 것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마이크로자료

3.34 마이크로자료는 재 연방정부의 법정 납본 조항의 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 를 들면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는 하드카피20) 자료의 선정

에 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 에 따라 일반 으로 구입하고 수집한다. 인쇄자료 

혹은 마이크로자료  어떠한 형태로 수집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한 형태가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본의 상태와 국립도서 의 보존 책임을 부차 으

로 고려하여 수집을 결정한다.

17) ACT heritage library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heritage library 

18) 복합매체키트(mixed media kit) : 하나의 단 로 이용하도록 상이한 매체에 수록된 련 자료를 모아놓은 것 

19) National Braille Reserve Collection

20) 하드카피(hard copy) : 원문헌 는 마이크로형태로부터 종이에 확 한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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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매체키트 

3.35 국립도서 은 인쇄자료가 포함된 복합매체키트를 수집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

매체키트를 구성하는 비인쇄자료는 연방정부의 법정납본 조항의 용을 받지 않

는다. 만일 구성물  인쇄자료만을 납본한다면, 그 자료는 계속 보유하며, 비인

쇄자료 구성물이 입수가능하고 인쇄자료 부분을 이용하기 해 필요하다면 비인

쇄자료를 수집한다(4.9조 참조).

 다문화자료

3.36 호주의 인쇄자료를 수집하는 목 은 국립도서 의 장서를 통해  체 인 호주

의 다양한 문화를 반 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목 을 하여, 국립도서 은 

언어, 인종, 종교, 문화  배경과 계없이 호주사회의 과거와 재의 모든 집단

과 련된 행 출 물과 이 의 출 물을 수집한다. 한 국립도서 은 호주에

서 그러한 집단의 경험과 련 있는 여러 집단의 출신지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해 노력한다. 

3.37 일부 특정 집단이 발행한 자료는 항상 법  납본에 근거하여 수집할 수 없고 자

료 소재 치 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여, 국립도서 은 지역사회 연합  다

른 수집기 과 긴 하게 연락한다. 이는 다문화자료의 식별과 수집을 보장하고, 

호주 인종의 다양성이 실제로 기록으로 남게 하며, 그들의 다문화 인 문화유산

이 보존되는 것을 보장하기 해서이다.  

 호주국립도서 의 출 물 

3.38 호주국립도서 의 출 물은 포 으로 수집한다. 인쇄 작물, CD-ROM, 마이크

로자료, 온라인출 물 등이 포함된다.

 신문자료

3.39 국립도서 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수집하지만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신문을 포함하여, 주로 고를 목 으로 하고 부분 고로 구성된 신문

 교외지역과 지방에서 배포되는 신문. 다양한 지역사회와 도시에 배포하기 하

여 이용되는 일반 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신문은 각 특

정한 지역사회나 도시만의 련 정보를 싣는 지역 특화된 앞표지를 가지고 있

다. 일반 인 텍스트로 된 신문은 각 사례에 따라 수집하지만 배포된 모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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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지역사회의 심사항 정보만을 압도 으로 수록한 신문. 이러한 신문은 지

역의 사교 , 스포츠, 공동체행사, 지역 서비스 정보, 고만을 수록한다.

3.40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자료들은 련 주립도서 이나 자치지역도서 이 책임진

다. 국립도서 이 수집한 이 범주에 속하는 신문은 해당도서 에 탁한다.

3.41 특정 신문의 수집여부를 결정할 때, 내용에 을 둔다. 인종단체와 정치 조직

이 발행한 신문과 특수 이익을 표하는 신문을 포함하여, 지역 , 국가 , 국제

 범 의 공 인 사안에 해 재 소식의 주 정보원이 되는 신문을 수집한다. 

만일 일반 을 상으로 하 다면 그 신문은 모든 주제 분야에 걸쳐 넓은 범

의 뉴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특수 이해 계 집단을 상으로 한다면 

신문은 그 집단에 특정한 심이 되는 특집뉴스와 화제 뉴스를 포함해야 한다. 

3.42 국립도서 은 원본신문의 보존을 돕기 해 마이크로필름본을 극 으로 수집

한다.

3.43 신문의 지난 호와 소 인쇄본은 마이크로형태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집

한다. 마이크로형태로 된 신문의 소  수집은 일반 으로 재 신문의 수집정

책을 따른다. 그러나 용의 기간, 비용, 역사  요성, 지리  요성, 연구 가

치 등과 같은 부차 인 요소들이 고려되는 경우는 외로 한다. 최근에 소 신문

자료에 해 두 가지만큼은 분명해졌다. 마이크로형태로 제작된 신문과 문(全
文) 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신문의 입수 증가로 인해 더 쉽게 폭넓은 소 기사

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3.44 국립도서 은 호주 내에서 발행되는 호주의 신문 체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이

를 달성하기 하여 국립도서 은 호주신문계획21)기구를 통하여 다른 기 과 

력할 것이다. 국립도서 은 종이형태와 마이크로형태로 된 국내 신문과 호주수도

자치지구의 신문을 보존할 책임이 있고, 지방이나 지역, 주와 자치지역 신문의 

보존은 해당 지역의 주립도서  는 자치지역도서 에 책임이 있다. 

3.45 국립도서 은 희귀한 신문과 요하다고 단되는 다른 신문의 보존을 해 주

립도서 과 력하여 선별 으로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추진할 것이다. 한 국립

도서 은 1803년부터 1954년까지, 각 주와 자치지역의 수도에서 발행한 신문을 

21) Australian Newspaper Plan(ANPlan) : 호주국립도서 이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문을 수집하고 보존하

기 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상으로 고신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1800년  후반부

터 1900년  반에 발간된 여러 신문에 한 정보를 찾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6개의 주립도서 과 

2개의 지치지역 도서 이 력하고 있다. 뉴질랜드국립도서 도 이 사업의 회원기 으로 참여하고 있

다. <www.nla.gov.au/npl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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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하는 4개년 로젝트를 시작하 다. 

 특허자료

3.46 국립도서 은 호주의 특허명세서를 수집하지 않는다. 호주특허청22)이 특허명세서

에 한 근을 극 으로 지원하므로 이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포스터

3.47 포스터는 국립도서 이 선별 으로 수집하는 인쇄자료의 한 형태이다. 포스터 수

집은 납본(법정납본, 정부납본 모두 포함), 기증, 한정구매를 기 로 한다. 국립도

서 은 ( 술 인 장 보다는) 정보와 의견을 시각 으로 표 하고 인쇄자료를 

보완하는 포스터에 하여 단명자료 장서(3.19조 참조)에서 약술한 주제 분야의 

설명으로 가름한다. 정에 의하여 화산업과 음반산업의 기록으로 남을 포스터

는 수집하지 않고 국립 화음향자료원에 탁한다.

 소 자료( 자료)

3.48 호주인쇄자료  소 자료나 자료의 선정과 수집은 국립도서  장서를 풍부

하게 하고 강화하기 해 필수 이다. 국립도서 은 19세기와 20세기 출 물을 

망라하여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매우 비싼 자료의 구입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의 향을 받는다. 다른 도서 이 이미 소장하는 사본의 수, 자료

의 상태, 상이한 이거나 재 과 같은 국립도서 의 다른 소장자료와의 서지  

계 등을 고려한다. 그러한 특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국립도서 은 장서에 포함

되지 않은 요한 출 물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3.49 수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범주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존 알 산더 퍼거슨(John Alexander Ferguson)23)의 호주의 서지(Bibliography of 

Australia) 수록 여부를 떠나서 국립도서 이 소장하지 않은 희귀한 호주자료

 태평양 항해에 한 문헌  유럽의 호주발견과 호주탐험에 련된 요 인물에 

한 문헌 

 알려지지 않은 ‘남쪽 땅’ ‘미지의 남방 륙’24)을 다룬 18세기 혹은 그 이  시

기를 상상한 문학자료

22) IP Australia

23) John Alexander Ferguson(1881-1969) : 호주의 서지학자이면서 사 

24) 호주를 지칭하는 말로써 어로는 unknown ‘South Land’, 는 라틴어로 Terra Australis incognita 이다. 

Terra Australis incognita에서 Australia가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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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의 범 에는 속하나 국립도서 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호주의 출 자료. 여기에

는 법  납본이 시행되기 이 에 출 된 자료뿐만 아니라 팸 릿과 같은 문헌, 개인

출 사  세출 사에서 발행한 자료와 같이 법  납본 망을 벗어난 출 자료, 한

정 , 요 단명자료 등이 포함된다. 국립도서 의 심분야 자료인 경우, 그 자료들

이 재 설정된 자료 수집 기 을 충족한다면 구입이나 기증을 통해 수집된다. 

 호주인이 출 한 해외출 자료 혹은 실제 으로 호주에 한 해외출 자료.

 연속간행물

3.50 연속간행물은 연속 으로 간행된 다수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의 표제로 

연결된 출 물이다. 보통 각 부분에는 발행호수와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다. 연속

간행물은 무기한으로 계속 발행할 의도를 가진 자료이며, 잡지, 뉴스 터, 연간 

보고서, 연감, 주소록, 이 포함된다. 국립도서 은 부분의 호주 연속간행물

을 수집한다. 그러다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연속간행물은 제외한다. 

 고정보, 정보, 상품정보들로 주로 구성된 출 물

 지역의 교회, 클럽, 취미단체, 비 문가 학회, 운동단체, 지역사회 서비스조직, 학

교 등이 발행한 특수이익 계의 뉴스 터. 이러한 자료들은 주립도서 이나 자

치지역 도서  장서에 소장되는 것이 더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정부나 자치정부보다 하 조직 구성원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  는 행정  

특성을 가진 자료들. 를 들면 주정부 혹은 자치정부 부서의 산하기 , 은행, 

법인, 회 등의 직원 뉴스 터 

 기업의 간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사업설명서. 공식 으로 상장된 기업의 연

간 보고서는 수집한다.

 지역정부당국(수도의 심업무지구는 제외), 지역보건서비스, 학교, 학부서 

는 교수진의 연간 보고서

 언론배포자료

 지역 화번호부와 업종별 화번호부. 국가에서 출 한 화번호부는 수집한다. 

 학 논문

3.51 국립도서 은 석박사 학 논문에 매우 선별 인 기 을 용하여 주로 호주에 

한 주제의 논문을 수집한다. 이러한 논문들은 일반 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다. 차 증가하는 석박사 학 논문은 호주논문디지털 로그램 데

이터베이스25)<http://adt.caul.edu.au>를 통해 찾을 수 있다.

25) Australian Digital Theses Progra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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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의 자자료

4.1 호주의 정보는 다양한 자형태로 출 된다.

 정  의

4.2 물리 인 형태의 자자원은 물리 인 매체에 담겨 출 된 것이며,  디지털 자료

( 를 들면, 로피 디스크, CD-ROM, DVD, VCD)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자료

( 를 들면, 카세트테이 , 비디오)등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4.6조 참조).

4.3 온라인 자료란 웹상에 는 이메일과 같은 일부 다른 수단에 의해 인터넷상에 배

포된 디지털 자료이다. 만일 온라인 자료가 유료이든지 무료이든지 간에, 웹상에

서 공 으로 입수가능하다면 장서개발정책의 역에 따라 온라인 자료는 ‘출 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 이나 조직의 업무 과정 에서 내부 인 이용을 해 만들

어진 온라인 문서는 “단체의 기록물”로 간주되며 장서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4.11조 참조).

4.4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설정한 로, 자료의 형태에 한 지침과 일치하는 범 에 

속한다면, 디지털이미지, 이메일수집물, 음향자료와 같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다

른 자원들도 수집한다. 

4.5 디지털화된 자원은 기존의 장서 내 자료에 한 근성을 강화하기 한 디지털화 

로그램의 결과로서 생산된 것이다. 호주의 그림자료, 지도자료, 낱장악보자료, 

도서, 구술역사녹음자료  민간 승 녹음, 신문, 기타 연속간행물 등의 디지털 사

본은 도서 과 다른 기 의 웹사이트 상에서 생산되며 이용가능하다(4.18조 참조).

 수집하기

 물리 인 형태의 자자원

4.6 국립도서 은 호주의 장서를 하여, 원래 디지털 자원인 물리  형태의 자출

물을 수집한다. 자출 물에 한 법  납본법안이 계류 이므로, 국립도서 은 

자발 인 납본을 통하여 CD-ROM, DVD, 로피디스크를 포함한 물리  형태의 

호주 출 물을 선별 으로 수집하도록 출 사와 제작자와 상한다. 이러한 형태

의 출 물을 자발 인 납본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다수의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

에, 구입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집한 모든 출 물은 호주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26)에

서 목록이 작성된다. 이러한 출 물에 한 근을 한 조정은 출 물의 성질에 

26)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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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4.7 이러한 형태의 출 물은 “호주의 물리  형태로 된 자출 물 수집 지침(Acquisition 

Guidelines for Australian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27)에서 상세히 설

명한 선정기 을 한 장서 주제 분야에 추가되었다. 요약하자면, 국립도서 이 

이러한 형태로 출 된 호주 정보를 포 으로 수집한다고 지침에서 언 하고 있

다. 단, 청소년자료와 수업자료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호주에 한 주제

이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는 출 물은 표 견본으로 수집할 것이다. 호주에 

한 주제를 가진 컴퓨터 게임의 소수의 자료를 수집한다. 

4.8 온라인출 에 한 정책(4.13조 참조)과 다르게, 자료가 호주에서 출 되었다면 그

것으로 충분하다. 출 물의 내용이 반드시 호주에 한 것이거나 혹은 호주 작가

의 것이 아니어도 된다. 인쇄 형태 출 물과, 물리  형태의 자버  출 물이 

모두 존재하면, 국립도서 은 인쇄형태의 버 을 수집한다. 온라인 출 물과 물리

 형태의 자버  출 물 모두가 입수가능하다면, 국립도서 은 온라인 버 을 

수집한다. 각 버 들 간에 요한 차이가 있다면, 양쪽 혹은 모두 수집한다. 

4.9 국립도서 은 인쇄 출 물을 수반하거나 복합매체키트의 일부분인 물리  형태의 

자버  출 물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으로 화, 음악, 소 트웨어, 클

립아트로만 구성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4.10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비디오 형태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정책에 해 외가 발

생할 수 있다. 국립도서 이  수집사업으로 하는 특별 행사와 련된 비디오 

형태 자료는 수집할 수 있다. 국립도서 은 비디오 형태 자원의 수집에 하여 

국립 화음향자료원와 같은 다른 기 들과 력한다. 

 온라인 자원

4.11 앞의 2.10조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립도서 은 선정된 호주의 온라인 자원을 

호주의 웹 아카이 <pandora.nla.gov.au/index.html>인 도라에서 수집하고 보존한

다. 국립도서 은 본토의 주립도서 과 자치지역도서 , 국립 화음향자료원, 호

주 쟁기념 , 호주원주민연구소 등과 함께 력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각 참여

기 은 자체 선정지침을 충족시키는 온라인 출 물을 선정하고 보존한다

<pandora.nla.gov.au/guidelines.html>.

4.12 국립도서 은 온라인 출 물을 출 사의 허가를 받아 출 사의 웹사이트에서 복

제하여 자체 웹 아카이 에 그 복제본을 보존한다. 웹 아카이 를 한 온라인 

27) www.nla.gov.au/policy/acq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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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선정에 있어, 국립도서 은 호주국립도서 의 “보존 상 호주온라인출

물 선정지침(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Online Australian Publications Intended 

for Preservat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8)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출

물의 표 인 장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3 선정지침에 의하면, 국립도서 은 범 하게 사회 , 정치 , 문화 , 과학 , 경

제 으로 요한 자료, 호주와 련 있는 자료, 호주인 작가가 생산한 온라인 자

원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선정과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 연구가치, 시사문

제, 신 이거나 뛰어난 자료와 같은 화젯거리나 심거리 등을 선정요소로 한

다. 국립도서 은 일반 으로 온라인자원과 정확하게 동일한 인쇄물이 있는 경우 

온라인 자원은 수집하지 않고 신 인쇄물을 수집한다. 

4.14 국립도서 은 연방정부와 호주수도자치지구의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정부간행물

의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주정부 출 물과 북부지역 정부출 물에 한 수집은 

해당 주립도서 과 북부지역도서 이 책임을 지며, 이들 도서 이 수집한 온라인 

정부간행물은 웹 아카이  도라에 기증된다(타즈매니아주립도서 은 자체 웹 

아카이 를 가지고 있으며 2.10조에 자세히 기술됨).

4.15 고등교육기 29)의 온라인 출 물, 발표회의 자료집과 자  등은 우선 인 수

집 상이 된다. 

4.16 개인 홈페이지, 사이트, 기  웹사이트, 자비출 물과 같은 많은 다른 형태의 

온라인 출 물 수집에는 표본추출방식이 이용된다. 작성 인 안과 작물은  

선정되지 않는다.

4.17 2005년 7월, 국립도서 은 선별 으로 수집하는 웹 아카이  도라를 호주 체 

웹 도메인을 수집하도록 보완하 다. 그리고 정기 으로 추가 인 체 도메인을 

수집하도록 계획한다. 온라인 출 물의 법정 납본 조항의 부재와 작권 제한 때

문에 이러한 자원에 한 근은 제한될 것이다. 

 디지털화된 자원 

4.18 국립도서 은 그림자료, 지도자료, 낱장악보자료, 구술역사녹음자료  민간 승

녹음자료, 자체 장서에서 선정된 필사자료와 신문 등의 새롭고 구 인 디지털 

사본을 생산하는 것에 을 두는 활발한 디지털화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디

지털 사본은 생산되어 목록이 작성되고, 장되며, 국립도서 의 목록을 통해 

28) pandora.nla.gov.au/selectionguidelines.html

29) 고등교육기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 : 고등교육기 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를 로 들면 고등학

교 졸업 후의 문 학과 학이상의 고등 교육기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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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가능하다. 디지털화 로그램의 콘텐츠는 정기 으로 검토되고, 콘텐츠 선

정은 국립도서  디지털화 정책(Digitisation Policy)30)을 따른다. 

 자자원의 보존

4.19 물리  매체의 속한 열화(물리  형태의 자자원인 경우)와 자자원을 생산

하기 해 활용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그 자원에 근하기 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시 가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모든 종류의 

자자원은 크나큰 소실의 험에 처해있다. 디지털 보존 정책(Digital 

Preservation Policy)에서, 국립도서 은 호주문헌유산의 일부분으로써 수집 는 

생산하도록 결정된 자자원에 한 활발한 보존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www.nla.gov.au/policy/digpres.html>.

4.20 호주의 물리  형태의 자 자원을 상으로 하는 보존 작업은 그 자료의 연구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수 에서 수행된다. 보존되는 것은 실제의 물리  자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 내용이다. 보다 많은 정보는 “호주의 물리  형태

의 자출 물 보존 상 선정지침(Preserving Australian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Selection Guidelines)”31)에서 찾을 수 있다.

5. 필사자료

 목  

5.1 국립도서 은 호주의 역사와 사회에 한 문헌 인 기록을 형성하고, 호주 연구공

동체의 정보 리와 연구, 출 , 시의 요구를 충족시켜  필사자료, 기록자료, 기

타 미간행 원본자료를 수집한다.

 정  의  

5.2 도서  장서측면에서 보면, 필사자료는 손으로 직  쓴 자료, 타이 라이터로 친 

자료, 자자료, 다른 형태의 출 되지 않은 텍스트 자료로 구성된다. 그러한 자료

들은 다음과 같이 수집된다. ⅰ) 편지나 일기와 같은 단일자료, ⅱ) 단체 는 기

록 의 문서자료, 를 들면 개인이나 가족, 조직이 일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

고 수집한 서류 ⅲ) 인 으로 수집된 장서 혹은 비조직 인 장서, 를 들면 수

30) www.nla.gov.au/policy/digitisation.html

31) www.nla.gov.au/policy/selectg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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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 자신의 연구, 심미 인 심, 는 역사 인 계에 의해 수집한 문헌들 등

이다.  

5.3 역사  혹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조직 인 장서는, 국립도서 의 필사자료 장

서의 부분을 차지한다. 그 역사  가치 혹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개별 자료에 담

긴 정보뿐만 아니라 일부 는 모든 자료 간에 존재하는 물리  연 계를 포함

한 정황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장서는 그 활발한 생애기간 동안 이용된 것과 같

이 국립도서 에 의해 유지되고, 그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기술된다. 장서는 팸

릿, , 리 렛, 지도, 다양한 인쇄된 자료, 사진, 녹음자료, 실물자료 등을 포함

한다. 후 계를 보존하기 해 이러한 자료들을 원질서와 계에 의해 함께 유

지하는 것이 요하다. 체 정서의 완 성은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형태보다 훨

씬 요하다.  

 수집하기 

5.4 재 필사자료 장서는 이백만 이상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하나의 자료는 일 

는 권으로 간주). 이는 13,000 미터 이상의 서가에 이른다. 이러한 필사자료는 

주로 호주에 련된 것이지만 일부 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태평양 등과 련된 

요한 필사자료도 있다. 이는 호주가 그러한 나라  지역과 긴 한 계를 맺고 

있기에 수집되었다.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의 필사자료 는 장서도 수집되었는데, 

거의 항상 기 를 형성하는 장서의 일부분으로 수집되었다. 

5.5 많은 요한 18세기와 19세기 필사자료가 소장되어 있지만, 가장 큰 강 을 가지

는 장서는 1890년  이후 시기들의 것으로, 호주연방운동과 국가로서 호주의 발

이 반 되어 있다. 비록 일기, 필사된 문학작품과 같은 단일 자료가 자주 수집되

지만, 장서는 개인과 가족, 국가 인 비정부기 들의 기록물들로 주로 구성되어있

다. 많은 분야에서 큰 강 이 있지만, 해양탐험, 정치, 행정, 문학과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을 포함한 공연 술 등에서 특히 더 강하다. 탐험(호주의 남극탐험 참여

포함), 목축산업, 리즘, 법, 여성운동, 경제, 고등교육, 사료편찬, 출 , 시각

술, 사서직, 종교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수 으로 강 이 발 되어 왔다. 

5.6 원본 필사자료에 부가하여, 국립도서 은 필사자료와 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 약 

40,000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부분 해외에서 수집되었으며 주로 호주와 태

평양 지역에 한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자료는 호주공동복제 로젝트(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 1948-1993)에 의해 국과 아일랜드에서 복제한 자료, 태평

양 필사자료국32)이 필름으로 제작한 태평양 지역에 한 기록물 등이다.

32) Pacific Manuscript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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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서는 호주와 주변 지역과 련된 요 자료로 역사학자와 다른 연구자들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해 집성되었다. 가장 큰 이용자 그룹은 학술연구자, 학원생, 

독자 인 연구자, 작가 등이다. 일부 자료는 자료의 상징 인 가치 때문에 다수 

수집되었고, 시와 출 물을 통해 선보이고 인정을 받았다.

5.8 국립도서 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수집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첫째 국가 인 명

성을 얻은 호주인의 개인 문서, 둘째 국가  수 에서, 조정역할을 하거나, 혹은 

업계의 상단체(peak body)33) 수 에서 운 되는 요 기 의 기록물 등이다. 그

러나 비록 국립도서 이 장서의 기존 강 을 구축하기 해 개인문서와 기 의 

기록물을 모두 수집하지만, 어떤 특정 주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의 국가 인 명성이 요 요인이지만, 국립도서 은 항상 문서 자체의 가치를 

역사 인 증거물로써, 그리고 다양한 학문의 분과에서 확장된 연구를 지원하는 문

서의 역량으로써 평가한다. 모든 경우에, 국립도서 은 개인의 문서가 하게 

정리되고 보 되며 완 한 배열과 기술(記述)을 하기 의 기 기술(記述)을 제공

하는 충분한 문서와 함께 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5.9 국립도서 은 문화 는 다문화주의처럼 불충분하게 문서로 기록되는, 호주인

의 삶에서 요한 분야를 식별한다. 국립도서 은 국가 인 수 으로 이러한 분야

의 두드러진 사람들이나 조직에서 문서를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약 을 개선하려

고 노력한다. 

5.10 수집활동의 많은 부분이 당시  호주인의 삶의 양상에 한 정보원의 소재를 알

아내고 보존하는 것에 집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립도서 은 기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에도 빠르게 처한다. 유럽인이 정착한 첫 세기에 생산된 문서들

은 단일 마을, 단일 행정구역, 단일 식민지 등과 으로 련된 것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립도서 이나 혹은 지역도서 에 보 하는 것이 더욱 하다. 그러

나 국립도서 은 해양발견, 자유이민, 골드러시, 인종 계, 연방정부 등과 같은 

국가 인 특성을 가진 동향이나 행사들을 문서로 증명하는 필사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는 심을 가진다. 

5.11 그러한 동향을 문서로 기록한 필사자료와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국립도서 은 유

명한 자가 술한 자료 는 그와 련된 자료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민항해

에 한 일기의 자들은 보통 어떠한 국가  명성, 심지어 지역  명성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생산한 문서는 호주로의 규모 이민에 한 가치 있는 

정보원이다. 이와 유사하게, 시 의 요 사회  동향을 문서로 기록하는데 있

33) 호주에서 peak organization 는 peak body는 산업 회, 단체 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련 업계 표

 개발, 구성원 이해 계를 해 정부에 로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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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첫 번째 심사항은 자료를 생산한 개인의 명성 는 다른 보다는 문서의 

역사 인 가치에 련된 것이다. 를 들면, 보존운동, 다문화주의, 공화주의 등

과 련된 문서들이 련 동향을 범 하게 기록하 다면, 그 문서들의 입수를 

추구한다. 각 경우에서도, 지역  수 의 활동을 심 으로 다루는 문서와, 국가

 수 의 정책, 로그램, 토론, 변화 등에 련된 문서 간에는 심이 차별화된다. 

5.12 국립도서 은 조직의 기록물 입수를 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더욱 선별

이다. 국립도서 은 제일 먼  학술연구자와 독자 인 연구자를 해 자료의 

합한 가치를 고려한다. 둘째, 국립도서 은 국가  수 으로 상당한 힘과 향

력을 행사하고 그 활동범 가 폭넓은 단체에 우선순 를 둔다. 그런 단체는 정

당, 다양한 이익단체, 요 상단체 등이다. 셋째, 국립도서 은 소장하고 있는 

개인기록물과 하게 련 있는 조직의 기록물에 심을 둔다. 마지막으로 

존하지 않는 조직의 기록물과 기록물을 리할 직원이 없는 조직의 기록물을 특

별히 고려한다. 국립도서 은 조직의 기록물이 국립도서 으로 이 되기 에 조

직이 배열하고 기술(記述)하 을 경우에만 기록물을 받아들인다. 

5.13 조직의 기록물에 한 우선순 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호

주국립 학 기록보존 로그램(노엘 볼틀린 기록보존소)34)과 1961년 체결된 정

에 따라, 국립도서 은 특정 범주의 조직 기록물은 수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 즉 기업의 기록물, 고용주 회의 기록물, 노동조합의 기록물 등이다. 국립도

서 은 막 한 기록물을 생산하는 거  조직이 자체 으로 문 기록요원을 고

용하여 자신들의 기록물을 잘 정리하도록 장려한다. 

5.14 국립도서 은 호주의 수도와 정부의 심소재지로서 캔버라의 역할을 문서로 기

록한 필사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한다. 과거에는 국립도서 이 호주수도자치지구

와 주변 지역에서의 지역 인 활동과 련된 기록물을 수집하 으나, 지 은 그

러한 기록물은 호주수도자치지구 유산도서 으로 탁되었다.

5.15 조직과 개인은 차 디지털이나 시청각 형태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도

서 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을 선별 으로 입수한다. 이

메일, 자문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태생 인 디지털 기록물, 구보존을 한 

카세트, CD, 비디오테이 , DVD 등과 같은 시청각 기록물 등이다. 

5.16 국립도서 은 호주와 해외에 소재한 다른 도서 과 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출 되

지 않은 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본을 지속 으로 수집한다. 호주의 연구자들이 

체 으로 혹은 부분 지 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호주와 태평양 지역에 한 기

록물을 필름화하거나 혹은 기록물의 필름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34)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Program(Noel Butlin Archives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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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 은 때때로 상당한 수의 호주 역사학자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한 비(非)호주 기록물과 필사자료의 마이크

로필름 자료를 수집한다. 

 장서에 한 근  

5.17 필사자료와 기록물 자료는 유일하고 체될 수 없다. 이들은 종종 손상되기 쉽

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은 장기 인 보존과 근을 보장하기 하여 고안

된 조건 하에서만 다루어져야 한다. 

5.18 만일 보존 험이 없거나 작권 제한이 없다면, 이러한 필사자료의 복제가 독자

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독자를 해 국립도서  내부에서 는 국

립도서  외부에서 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복제본은 다른 도서 에 한 

여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일부 자료와 장서는 마이크로필름화되며 필름의 사

본은 다른 도서 이 구입하거나 여할 수 있다. 국립도서 은 가장 요한 필사

자료 장서의 일부를 디지털화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자료에 어떠한 이용자

라도 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 과의 계

5.19 필사자료는 유일하며, 자주 하나 이상의 기 이 심을 보인다.  일부 장서는 정

당하게 여러 기 에 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국립도서 은 호주의 다른 

도서 과 기록보존소가 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배려하는데, 이 때 장서의 완

성을 유지할 필요와 장서의 강 을 고려한다. 국립도서 은 수집 제안이 들어

온 특정 장서의 한 연구 가치 한 평가하는데, 필사자료의 수집이 무 집

되거나 혹은 무 분산되면 넓은 국가에서 특정 연구가 방해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평가한다. 

5.20 호주국가기록원과 다양한 주립기록보존소, 자치지역 기록보존소는 정부기록물에 

하여 법에 의한 책임이 있다. 호주 쟁기념 , 호주 화음향자료원, 호주국립

학 노엘 볼틀린 기록보존소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 은 특정 주제 분야의 수집

에 집 한다. 주립도서 과 자치지역 도서 , 일부 지역도서 과 기록보존소는 

그들이 속해 있는 주, 자치주, 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련 있는 방 한 필

사자료와 개인 기록물에 강한 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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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술역사녹음자료와 민간 승녹음자료

 목  

6.1 국가 인 유산에 한 책임에 따라, 국립도서 은 국가  치에 있는 호주인과의 

구술 역사 인터뷰, 일상생활의 경험과 일상사를 기록하는 사회사 인 담자료, 

호주의 민간 승에 한 장녹음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한다.

 정  의

6.2 구술역사자료는 역사 인 심 사항에 한 주제로 개인 인 경험을 진술하는 선

별된 인터뷰 상자와 함께 인터뷰 문가(구술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인터뷰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한 인터뷰는 일반 으로 오디오 형태, 즉 음향 녹음물로써 

기록되며 한 문자화 될 수 있다. 국립도서 에서, 음향녹음설비는 한 호주의 

민간 승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승(‘ 통 인 

표  문화’)은 노래, 음악, 설화와 이야기, 습, 신념, 연설의 형태와 구술로 배운 

문화  표 의 다른 형태 등을 포함한 것으로, 공식교육 는 제도  교육 없이, 

모방 는 시연으로 익힌 것들을 포함한다.

 수집하기

6.3 국립도서 은 1950년 에 인터뷰와 다른 녹음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외부의 정보원에서 수집하 다. 1970년 국립도서 은 자체 인터

뷰 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인터뷰 문가와 계약하 고 때로는 직원을 활용하

다. 구술역사 로그램의 우선 인 목 은 국립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의 개

인 문서들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정치, 행정, 문학, 공연  시각 술, 호주원주민

의 역사, 지 인 삶, 다문화주의, 과학, 리즘, 법, 종교, 환경보호주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장서가 결과 으로, 가장 강 을 가진다. 다른 요한 

분야로는 외교, 고등교육, 사료편찬, 음악, 산업  상업, 고용  노동 계, 통신, 

기술, 사서직무, 스포츠 등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인터뷰 상자들은 거의 모두

가 호주인이며, 많은 이민자들을 포함한다. 일부 인터뷰는 국 을 버린 호주인과 

함께, 주로 국과 미국에서 기록되었다. 국립도서 은 외부정보원에서 제한된 양

의 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하여 왔다.

6.4 1980년 에 국립도서 은 호주 사회사의 특별한 면들을 기록하는 데에 을 둔 

구술역사 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수집활동을 확 하기 시작했다. 일

부 로젝트는 특정한 기간, 행사, 상 등에 집 하 는데, 를 들면 1938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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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의 삶, 2003년 캔버라 산불, 서부호주의 포경산업, 에이즈 등과 같은 것이

다. 다른 로젝트들은 특정 단체의 경험에 집 하 는데, 노동조합, 실업자, 소수

민족 공동체, 수도회 구성원, 농 여성회 구성원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주의 분야

에 한 최근의 수집은 국인, 그리스인, 폴란드인, 몰타인, 베트남인, 크메르(캄

보디아의 종족)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다. 핵심 로젝트 트

에는 연방교육산업부35), 연방보건부36), 호주방송국37), 서호주 주립도서 38), 남

호주 주립도서 , 국호주박물 39), 워하우스박물 40), 뉴사우스웨일스 노동

원회41) 등이 포함된다.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력은 “Bring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1998-2002)”로 이 로젝트는 특별히 연방 정부가 자 을 지원

했으며 원주민자녀격리정책42)에 련된 원주민과 비원주민과 함께 300회 이상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사 로젝트는 삶이 기록되지 않아, 과소평가되거나 

호주역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다. 

6.5 유사한 문화  심이 국립도서 의 민간 승 수집 로그램의 기 가 되었다. 민

간 승자료장서는 기 인 장서를 수집하고, 장을 조사하는 숙련된 수집가와 

계약하여, 여러 해에 걸쳐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립도서 은 호주에

서 가장 요한 민간 승자료장서를 발 시켜 왔다. 여기에는 많은 호주의 유명한 

민속학자가 녹음한 원본 자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민속학자에는 John Meredith, 

Alan Scott, Peter Parkhill, Rob Willis 등이 포함된다. 장서는 한 와틀음반회사

(Wattle Recording Company)의 역사 이고 통 인 발매 음반의 기 를 형성하는 

와틀 기록물(the Wattle Archive)을 포함한다. 민간 승녹음은 국립도서 을 해서 

모든 호주의 주와 자치지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소장자료는 통 인 호주 음악과 

노래(‘앵 로- 트 통’)의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

의 자료가 호주원주민 시연자로부터 기록되어 왔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랑

스, 크 타,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바논, 몰타, 

라오스, 인도, 사모아, 국,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에서 호주로 이민을 온 시연자 

는 정보 제공자와 함께 녹음이 만들어 졌다.

6.6 장서에는 필사자료 장서와 음악자료 장서를 통해 국립도서 이 수집한 일부 요

35) Commonwealth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36)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37)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38) State Library of Western Australia

39) Chinese Australian Museum

40) Powerhouse Museum

41) NSW Labor Council

42) 1918년에서 1970년까지 호주 정부는 문명화라는 이름 하에 10만 명 가량의 호주원주민 자녀들을 부모

로부터 격리하 다. 2008년 2월 호주정부가 이 만행에 해 공식 으로 사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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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본음향녹음물이 포함된다. 필사자료 장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는 정치연

설의 테이 ,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인의 녹음물, 녹음된 일기, 테이 에 녹음

된 편지, 테이 에 녹음된 문학작품 고 등이 포함된다. 음악자료 장서를 통해 

입수된 자료는 Don Banks, Larry Sitsky, Keith Humble과 같이 뛰어난 작곡가들의 

소장 자료를 포함한다.

6.7 장서는 한정된 수의 역사 인 방송, 공 인 연설, 특별강의, 담화, 회의  세미나 

자료집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야의 소장자료는 범 하지 않다. 역사 인 방송과 

같은 창기 자료는 공식 인 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기 에 수집하 다. 회의  세

미나와 같은 후속자료는 주로 요한 국가도서  회합 는 행사에 한 녹음이다. 

이러한 자료는 문화 , 역사 인 요성에 따라 매우 선별 으로 수집된다. 

6.8 재, 체 장서는 원본 자료의 38,000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매년 약 

800시간 분량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6.9 미래의 장서개발을 해, 국립도서 은 국가 인 치에 있는 호주인과의 일 기

 인터뷰, 호주 사회사의 양상들을 기록하는 인터뷰, 호주인의 민간 승의 양상

들을 기록하는 녹음자료 사이에서 지속 인 균형을 추구한다. 

6.10 뛰어난 호주인과의 구술 역사 인터뷰를 기록하는 국립도서 의 로그램은 다른 

호주특수장서의 수집 활동을 보완한다. 이 구술역사 로그램의 최고 목 은 기

존 장서의 강 을 토 로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로그램은 호주인의 삶의 

다른 요한 부분에 한 일부 인터뷰를 기록할 것이다. 이 로그램은 역사 으

로 을 맞추면서 넓은 범 에서의 인터뷰 녹음을 문으로 하면서 솔직한 의

견교환과 원래 내용에 을 둔다. 일부 경우에는, 개인의 삶과 직업경력의 후

반부에 해 후속 인터뷰를 기록한다. 

6.11 사회사의 분야에서, 국립도서 은 승인된 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단체와 문

가 단체와 함께 정기 으로 력한다. 요한 사회 운동, 논의, 행사 등과 련된 

구술역사인터뷰 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립도서 은 학자와 다른 연구자들에

게 유용한 원본 자료의 범 에 이를 추가한다. 만약 과거에 한 가치 있는 정보

를 분실하지 않거나 는 간과하지 않는다면, 틀에 박힌 기록물과 보고서를 해

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6.12 사회사 장서 에서 심도 있고, 국립도서 이 지속 으로 개발하는 주제 역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도시화의 향, 변화하는 업무와 고용 행, 크리에이션 

활동, 기타 문화의 양상, 세 차이, 환경보호주의, 세계화의 향, 호주원주민

과 련된 논의, 이민자, 망명자, 여성운동 등이다.



166  외국도서  정책자료

6.13 국립도서 은 호주의 지역  차이 과 민족  다양성을 반 하는 민간 승자료

를 지속 으로 수집한다. 국립도서  장서와 련 있고 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장 수집가는 특별한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일부 경우에 다른 도서 , 기록 , 

미술 , 박물 , 연구소 등과 력을 한다. 수집 분야에 있어, 국립도서 은 호주

의 풍부한 민간 승유산뿐만 아니라 호주  민간 승에 한 면까지 기록하

려고 노력한다. 

6.14 필사자료와 음악 장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음향녹음자료는 구술 역사녹음자료와 

민간 승장서로 계속 보존될 것이다. 국립도서 은 다른 정보원에서 음향녹음자

료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단 그러한 자료들이 장서에 매우 요하고, 그

러한 수집이 수집기  간의 자문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장서에 한 근

6.15 그러한 녹음자료의 목록정보는 국립도서  온라인목록<catalogue.nla.gov.au>에서 

입수가능하다. 재 입수되는 수집물은 목록을 작성하고 소 녹음자료는 합의된 

우선순 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 녹음자료와 녹취록은 인터뷰 상자가 결정

한 근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6.16 녹음자료의 이용은 근할 수 있는 복제본이 만들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국립도서 은 모든 새로운 수집물의 보존용 복제본과 이용 복제본을 생산

하려고 한다. 아직 근할 수 없는 오래된 자료를 우선 으로 고려하며, 보존과 

목록작성에 하여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과 신흥기술 때문에, 

만일 상 으로 단기간에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료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한 우선순 는 자료의 상태, 그 내용에 담긴 

정보의 가치, 근을 한 재요구  기 요구를 고려한다. 

6.17 보존과 이용을 한 복제는 보통 가장 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에 우선순

를 부여한다. 

6.18 음향녹음자료가 요 구술역사녹음자료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이 내용에 근하는 편리한 방법이었다. 국립도서 의 재 

녹취록을 만드는 정책은 국가 인 치에 있는 호주인과의 모든 인터뷰 녹취와 

사회사 분야의 부분 인터뷰 녹취를 비하는 것이다. 모든 녹취록은 인터뷰 내

용을 그 로 기록하도록 비되어야 한다. 편집은 텍스트 내에서의 착오를 교정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기에 수집된 상당한 수의 인터뷰가 정보원 제한 때문에 

녹취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도서 은 인터뷰 문가에게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인터뷰에 해 시간이 기록된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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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녹음자료에 한 근성을 극 으로 강화하 다. 

6.19 인터뷰 상자가 결정한 근 조건에 따라, 녹음자료와 녹취록은 국립도서  내

에서 근할 수 있거나 연구자들에게 상호 차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녹취록의 

복제본은 차 자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오디오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

이 실행되고 있다.

 다른 기 과 개인과의 계 

6.20 구술역사장서를 개발할 때, 국립도서 은 때로 다른 기 이나 개인들로부터 인터

뷰 자료를 수집한다. 구술역사자료의 가치는 인터뷰 자체와 인터뷰 문가의 기

술에 크게 좌우되고, 뿐만 아니라 인터뷰 문가의 주제 문지식과 녹음장비의 

질 등에서도 많은 향을 받는다. 연구 집단에 속한 많은 인터뷰 문가는 평균

수명이 짧은 녹음매체를 이용한다. 국립도서 이 그러한 녹음자료를 수집하려고 

할 때, 녹음자료의 물리  상태와 증거자료로서의 성을 비 으로 평가한

다. 국립도서 이 수집하기로 결정한 녹음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장되도록 이

된다. 녹취록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립도서 은 녹취록 제작

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정보원에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결정은 기존 국립도서 의 우선순 와 제안된 자료의 상  요성에 기 어 

신 하게 선택되어진다. 

6.21 정보원이 한정되므로, 국립도서 은 일년동안 상 으로 은 수의 인터뷰를 실

행할 수 있다. 련된 사람들의 기록된 회고담이 기록 자료의 결핍을 채워  수 

있더라도, 국립도서 이 합할만한 인터뷰 상자들의 제안에 자주 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립도서 의 정책은 우선순 가 있다고 간주되는 로젝트와 직

으로 력하는 것이다. 국립도서 은 자체 구술역사 로젝트를 시작하는 단

체, 문가조직, 지역사회 그룹 등을 장려하고, 국립도서 이 수하는 기술표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도서 이 로젝트 력기 인 경우에는, 비용과 

기술이 일반 으로 공유되고, 국립도서 은 기술 문지식, 녹음장비, 공(空)녹음

매체, 원자료의 기록보존, 목록작성과 장 등에 기여한다. 

6.22 국가 인 수 에서 국립도서 은 국립 화음향자료원와 특히 긴 하게 력한다. 

국립도서 은 한 호주국립박물 , 호주국가기록원, 호주원주민연구소, 호주 쟁

기념  등과 함께 정기 으로 자문회의를 가진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 , 

남호주 주립도서 , 서호주 주립도서 은 활발한 구술역사 로그램을 가지고 있

으며 국립도서 과 자문회의를 거쳐 서로 불필요한 복제를 피하고 한 경우

에는 공동으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호주 역에 걸쳐 인터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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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동문제는 주립도서 이 지역 으로 연계된 인터뷰 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략 으로 효율 이다. 이것이 캔버라에 근거를 둔 인터뷰 문가를 장기간의 

장여행에 보내는 것보다 낫다. 특수한 경우에 국립도서 은 다른 도서 , 기록

, 박물 , 지역연구기 이 제안한 로젝트에 력하는데, 그러한 로젝트는 

국가 인 요성을 실제로 보여  수 있다. 다른 출 되지 않은 자료와 달리, 그

러한 음향녹음자료는 일단 기록 보존되면, 쉽게 복제될 수 있다(단, 인터뷰 상

자의 허락이 제조건임). 그리고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녹음자료의 복제본은 

하나 이상의 기 에서 보존하도록 권고한다. 

6.23 다른 기 과의 력수 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립도서 은 국가 인 치에 

있는 개인을 인터뷰하고, 요한 사회 인 경향과 발 에 한 인터뷰를 기록하

는 반 인 정책을 유지한다. 많은 구술역사 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을 맞추

거나 혹은 특정 회사, 학교, 교회, 모임, 클럽, 기타 단체의 역사에 을 둔다. 

국립도서 은 일반 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보통 이런 로젝트

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7. 그림자료

 목  

7.1 국가 인 유산에 한 책임의 일부로서, 국립도서 은 호주의 역사와 사회에 한 

시각자료의 기록을 하여 연구자, 출 사, 시회 큐 이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림 자료를 수집한다.

 정  의 

7.2 호주의 역사와 사회를 기록하는 그림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국립도서 은 

호주 륙과 토 내의 사람, 장소와 행사에 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

의 활동, 특히 남극과 푸아뉴기니의 호주인 활동에도 을 둔다. 19세기 반

까지 지리 인 은 확 되었는데, 유럽인들의 남태평양 탐험과 국에서 출발

한 죄수들과 기 이주자들까지 포함된다. 

7.3 국립도서 은 다음과 같은 범 한 그림 자료를 수집한다.

 유화, 수채화, 연필, 분필, 크 용으로 완성한 데생, 스 치북, 만화

 화, 동 화, 목 화, 석 화, 아쿠아틴트43), 메조틴트44),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포스터와 다른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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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흑백사진 는 컬러사진

 우편엽서

7.4 국립도서 은 호주 인쇄자료 장서의 일부로서 발행한 포스터를 수집한다(3.47조 

참조). 포스터는 보 과 취 의 편의를 해 그림자료 장서와 함께 보 된다. 19

세기의 삽화가 들어간 신문을 제외하고, 삽화가 들어간 도서와 연속간행물은 그림 

자료 장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7.5 국립도서 이 과거에는 입체 실물자료를 수집했지만, 더 이상은 그러한 3차원의 

실물자료 수집에 요 을 두지 않는다. 높은 수 의 시각 인 콘텐츠를 가진 

실물자료, 를 들면 보드게임과 같은 것들은 선별 으로 수집한다. 다른 실물자

료는 경우에 따라 복합매체장서의 일부로서, 혹은 국립도서 의 기존 장서와의 강

한 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집된다. 국립도서 은 다른 시각 인 표자료를 입수

할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반신 상화를 수집한다. 

 수집하기

7.6 창기부터 국립도서 은 호주와 호주인의 기록물을 보존하기 한 노력의 일부

로서 그림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47,000 의 회화, 스 치, 화 등의 장서는 주

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자료이다. 600,000  이상의 사진 장서는 19

세기 반 사진이 발명된 이래부터 재까지의 자료이다. 보다 최근에는 그림자료

를 한 수집정책지침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를 수집한다.  

7.7 그림자료 장서는 한 미  가치가 있는 많은 자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립

도서 은 순수한 술  가치보다는 기록 인 내용 는 역사 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자료를 우선 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주제를 표 한 

그림자료에 우선순 를 둔다. 국립도서 은 일반 인 자료보다는 특별한 자료를 

더욱 선호하는데, 정확하게 자료의 연 를 인정할 수 있고, 작물에 나타난 사람 

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7.8 수집된 작물의 부분은 구상(具象) 인 작물로, 호주 역사에서 요 주제, 행

사, 사회  변화와 환경 인 변화 등을 기록하려는 총체 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구상 인 작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집될 수 있다.

 작물이 호주인 술가와 사진작가의 사회 , 문화 , 이념  편견을 드러내는 

43) 아쿠아틴트(aquatint) : 산으로 부식하기 에 에 송진가루를 이용하여 흰 의 망과 같은 명암을 만

드는 작화법 혹은 그런 작화법을 이용한 작품. 문헌정보학용어사

44) 메조틴트(mezzotint) : 동 이나 속 의 체표면을 약간 돌출시켜 음양 효과를 얻기 하여 상을 조

각하는 방법 혹은 그 방식으로 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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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특히 그들이 호주인이 호주와 호주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일부 향을 

주는 사람들인 경우

 작물이 호주 사회 내에서 요한 단체의 을 표하는 경우

 작물이 행사나 공  토론에 집 한 경우. 를 들면, 국가 인 논쟁과 련된 

조작된 사진

7.9 호주의 역사와 사회를 기록하기 해, 국립도서 은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하는 

것을 기록한 그림과 호주원주민과 토 스해  섬 주민들에 한 유럽인들의 첫 

번째 인상을 기록하는 그림을 수집한다.

7.10 국립도서 이 그림 자료로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주제는 산업, 농업, 토지

리, 환경건축, 운송, 기술, 근로환경과 생활환경, 종교, 이민, 호주의 다문화사회, 

여행, , 공연 술, 정치  행사와 공공행사 등을 포함한다.

7.11 자연환경을 표 한 그림 자료를 수집할 때, 국립도서 은 호주의 풍경, 호주 동

식물에 한 유럽인의 첫 인상에 을 둔다. 그리고 특수한 풍경과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작물에 을 둔다. 식민시  이후 국립도서 은 동

식물을 상으로 한 회화와 사진을 수집한다. 그리고 일반 인 호주의 풍경을 묘

사한 작물이지만, 그 회화나 사진이 호주인의 요한 태도에 향을 미치거나 

혹은 반 할 때에는 이를 수집한다. 를 들면 환경보호운동의 홍보캠페인에서 

사용한 사진과 같은 자료이다. 

7.12 국립도서 은 상화에 지속 으로 높은 우선순 를 두면서, 호주에서 국가 으

로 요한 호주인의 상을 수집하며,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양

한 직업과 호주인의 다양한 사회 , 인종  문화  면의 표자인 개인과 단체들

의 상화 역시 수집한다. 

7.13 국립도서 은 국립도서 의 필사자료 장서에 나타난 요한 창작자의 상화를 

수집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구술역사녹음자료와 민간 승녹음자료 장서의 주요 

인터뷰 상자의 상화를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국립도서 은 한 국립도서

의 다른 특수장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주요 호주인의 상화를 수집한다. 법률

가가 그  하나의 사례이다.

7.14 상화의 상이 국가 으로 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국립도서 은 상화

의 상이 그들의 역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알려졌는가, 얼마나 공익을 고무하

고 역사 인 요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 상

화는 가 이면 시 를 알 수 있고, 주요 인물들의 삶의 다양한 시기를 표 한 

연속 인 상화를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한 상에 해 오직 하나의 상화만

을 수집할 때는, 그의 삶과 경력에서 요한 시기에 그린 상화에 우선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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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상화는 일반 으로 사진으로 수집되며, 상의 물리  모습에 한 출처

가 분명한 기록을 제공해야만 한다. 유화부터 만화까지 기타 매체의 상화가 수

집되는 경우는 술가가 상자의 의미 있는 자세를 포착했을 때이다. 

7.15 국립도서 은 호주인의 삶의 양상들을 표 하고 당 의 사회  기록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상화를 수집한다. 이러한 상화는 상화에서 묘사된 개인의 

삶, 태도, 습 에 한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고 는 사회  요한 상황에서의 

개인들을 묘사한다. 문화별, 민족별, 언어별, 성(性)별, 연령별, 직업별 단체의 구

성원에 한 그림 자료가 수집된다. 단체를 기록할 때, 국립도서 은 비 통 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 같은 소규모의 단체와 뿐만 아니라 노년층 같은 좀 더 큰 

단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호주사회를 반 하고자 한다. 단체의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 자료는 단체의 활동을 묘사하거나 사회  구성과 단체의 계에 해 단서

를 제공할 때 특히 가치가 있다. 

7.16 국립도서 은 고도의 선정근거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 장소, 행사와 련된 

그림 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하는데, 특히 푸아뉴기니, 남태평양, 동남아시아와 

남극지역 등이다. 거의 부분의 경우, 그러한 자료가 그런 나라에서의 호주인의 

활동을 직 으로나 간 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수집한다.

7.17 그림자료를 선정할 때, 국립도서 은 국립도서 의 다른 장서와의 계를 고려한

다. 특히, 필사자료, 구술역사녹음자료, 민간 승 녹음자료 장서 등이다.

7.18 국립도서 은 구입, 기증, 소유자의 허락에 의한 자료의 복제, 탁을 통해 그림

자료 장서를 한 작물을 수집한다. 수집과 련된 핵심 비용, 즉 목록작성, 디

지털화, 보존, 장, 검색 비용 등은 수집 방식과는 별도이므로, 국립도서 은 구

입한 작물과 동일한 선정 수 을 기증 자료에도 용한다. 그림자료를 쉽게 입

수할 수 없거나 혹은 장서에서 결핍이 식별된 주제나 행사를 기록하기 해 사

진작가에게 임한다.

7.19 작물을 찾거나 수집할 때, 국립도서 은 장기보존과 불안정한 매체에 담긴 

작물 형태변환의 잠재  비용을 한 작물의 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연색인쇄물보다는 흑백사진인쇄물을 기록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

며, 천연색으로 된 음화(陰畵)와 트랜스페어런시(transparency)45)보다는 흑백으로 

된 음화와 트랜스페어런시를 선호한다. 그리고 아세테이트와 질산염으로 된 음화

보다는 유리와 폴리에스테르 음화에 우순순 를 둔다. 그리고 디지털자료에서 

생된 인쇄 자료보다는 디지털 일에 우선순 를 둔다. 디지털 일로 이미지를 

45) 반사 이 아닌 투명 으로 인쇄자료, 그림, 기타 도해자료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아세테이트 등을 재

료로 한 투명시트. 문헌정보학용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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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때, 국립도서 은 출 할 때의 질  수 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압축하

지 않았거나 는 무손실 압축 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해상도를 가진 형식을 

선호한다. 

7.20 국립도서 이 수집하기 해 그림자료를 선정할 때, 그림자료의 주제, 장소, 날

짜, 요한 사람들의 이름 등을 연구자에게 알려주기 하여 충분히 자세한 설명

문을 수반한 그림자료에 우선순 를 둔다. 

7.21 국립도서 은 장서 내 특수한 부분의 강 과 약 을 확인하고 진정 원하는 자료

들의 리스트를 유지하기 해 재조사 임무를 맡는다. 발견 사항을 근거로, 개인

과 조직이 소장한 그림자료를 찾고, 작물의 복제를 비하고, 사진 자료를 

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장서의 요한 결함을 메우고 특정 분야를 강화한다.

7.22 국립도서 은 그림자료를 원히 보유하려는 목 으로 그림자료를 수집한다. 장

서 내 그림자료는 매우 드문 경우에서만 처분된다. 를 들면, 20세기 반부터

의 아세테이트 재질로 된 음화는 만약 내용물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된

다면 처분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처분한 자료의 고품질 복제본을 보유한다. 

 장서에 한 근 

7.23 국립도서 은 그 장서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 를 둔

다. 새로운 그림자료의 수집은 국립도서  그림자료 장서 데이터베이스46)

<www.nla.gov.au/catalogue/pictures/>를 통하여 가능하여졌다. 이는 디지털화된 이미

지와 서지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도서 이 기여한 연합 데이터베이

스 Picture Australia <www.pictureaustralia.org>를 통해서도 새로운 그림자료의 수집

이 가능하다. 여 히 작권에 묶여있는 그림자료를 수집하려고 상할 때, 국립

도서 은 이러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한 근을 해 그림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다른 기 과의 계

7.24 국립도서 은 사실을 기록한 그림자료의 일부 범주가 다른 호주연방수집기 과 

특별한 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무력충돌에 참여한 호주인과 주로 

련된 자료는 일반 으로 호주 쟁기념 으로 탁한다. 호주의 화, 비디오, 음

향, 방송 산업을 기록하는 포스터, 화스틸, 기타 그림자료는 국립 화음향자료

원으로 탁한다. 국립도서 은 호주해운박물 을 호주해운역사를 한 가장 

46) Library's Pictures Catalogu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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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장소임을 인정한다. 국립도서 이 19세기와 20세기 기의 배와 해운업의 

그림자료에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주제 분야의 제안 부분을 

국립해운박물 에 의탁한다. 국립도서 은 기록  연구 가치가 있는 상화를 

지속 으로 수집하는데, 수집정책을 보완하도록 보장하면서 국립 상화미술 과 

하게 일하는 계를 유지한다.

7.25 특히 주립도서 과 지역도서 과 같은 다른 수집기 의 정책과 활동은 한 국

립도서 의 수집 우선순   차와 련이 있다. 호주의 지역에 한 그림자료

를 수집할 때, 국립도서 은 국가 으로 요한 주제를 기록하는 그림자료의 수

집을 을 두는데, 를 들면 운송, 도시개발, 농업 등이며, 모든 요 도시와 

지역을 포 으로 기록하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 

7.26 국립도서 은 다른 공공기 의 자문회의를 거쳐 공 인 자 을 효율 으로 이용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미지의 복제(인쇄물과 사진의 경우)는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때때로 정당화 되지만 일반 으로 장서가 서로 보완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8. 지도자료

 목  

8.1 국립도서 은 호주의 사실 인 기록의 일부를 형성하고, 호주 외 세계와의 계를 

반 하는 호주와 해외 지도자료를 수집한다. 지도자료 장서는 출 과 시를 통하

여 문서기록, 연구, 아이디어의 소통을 지원한다. 한 국립도서 의 지도자료 장

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 족보, 지리, 농업, 도시계획, 환경연구, 시장 조사, 산

업 등을 연구할 때 이용되며 법 인 목 , 방  목 으로도 이용된다. 

 정  의

8.2 지도 정보는 낱장지도, 차트, 지도책, 지명사 , 항공탐사이미지, 원격탐사이미지, 

CD-ROM과 디스크에 장된 자 공간정보 등을 포함한 일련의 형태가 해당되며 

지도제작사가 소장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것도 포함된다.

 수집하기 : 호주

8.3 국립도서 은 기부터 호주와 호주인의 사실 인 기록을 보존하기 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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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지도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도제작당국, 민간상

업 출 사 등이 제작한 인쇄지도와 지도책의 수집에 특별히 을 두고 있다. 

토지보유, 항해, 선거구 경계, 지질학, 운송, , 행정구역 등을 다루는 다양한 

범주의 주제도와 지형도 역시 수집하여왔다.  

8.4 국립도서 은 퍼거슨(Ferguson), 툴리(Tooley), 낸 키벨(Nan Kivell)의 장서를 토 로 

기부터 호주 지도지식의 발 을 보여주는 1900년 이 의 호주 기지도와 세계 

 지역 지도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 은 남반구에서의 기 유럽인

들의 탐험, 호주 륙의 측량  지도 제작, 정착과 토지 이용에 한 모든 면을 

기록한 요한 지도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한다. 

8.5 1928년부터 1988년까지, 부분의 호주지역, 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

역 등을 포함하는 800,000 에 이르는 항공사진으로 된 형 장서는 연방정부 지

도제작기 (mapping agency)들이 기증하 다. 이러한 장서는 출 된 지도를 보완하

며, 유산, 환경연구 등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연방항공사진은 지속 으

로 수집을 추구하는데 호주 지형상의 지도제작을 한 기 가 되기 때문이다. 

성 이미지 목록은 호주에서 성이미지를 한 요한 장소로 유지되는 호주원

격탐사센터47)와 함께 수집된다. 

8.6 부분의 호주의 지도자료는 1968년 작권법(1968 Copyright Act)의 법  납본 조

항에 의해 입수되었다. 국립도서 은 호주에 해 해외에서 발행된 자료의 수집 

역시 추구한다. 단일 여행목 지를 해 방향을 제공하는 작은 팸 릿형 지도와 

같은 단명지도자료는 선별 으로 수집된다. 필사지도는 희귀한 경우에 가끔 수집

한다. 

8.7 국립도서 은 지도자료를 소 하여 지속 으로 수집하는데, 도로와 기타 수송로의 

개발, 도시화, 토지소유권, 환경변화 등과 특히 련 있는 장서 내의 요한 결함

에 주의를 기울인다. 

8.8 CD-ROM이나 DVD-ROM에 장된 자 공간정보는 선별 으로 수집하는데, 데이

터에 한 근을 제공하기 해 필요한 소 트웨어와 함께 수집한다. 지도를 제

작할 때 이용하려는 목 을 가진 지리정보시스템(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제품과 데이터베이스는 수집하지 않는데, 이들을 운 하려면 부가 인 소 트웨어

가 필요하다. 국립도서 은 데이터 생산자와 지도제작자와 의하여, 공간정보와 

제품을 지속 으로 보존하고 미래에도 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래 연구를 

해서도 요한 것으로 식별된, 웹사이트 상에서 출 된 공간정보는 호주 웹아카

이  도라에 장된다. 치 확인  치추  응용 로그램 등을 한 이동네

47) Australian Centre for Remote Sensing(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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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게이션장치로 이용하려는 목 을 가진 치측정시스템(Geospatial Positioning 

System 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제품과 데이터베이스는 수집하지 않

는다.

8.9 목록, 지명사 , 모든 형태의 호주 지도자료에 한 편람은 디지털 형태이든 기존 

형태이든 간에 수집한다. 

 수집하기 : 해외

8.10 400,000  이상의 낱장지도를 소장한 국립도서 의 해외지도자료 장서는 호주에

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 해외지도자료는 요한데, 단지 지리 인 지역을 

표시하는 정보원일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나 여행정보와 같은 폭넓은 주제정보를 

달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자료는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다. 

8.11 해외지도자료 장서는 장서의 지리학 인 범 , 연 순 범 와 다양성 면에 있어

서 범 하다. 재  소 낱장지도와 지형도 연속간행물로 된 형 장서는 다

양한 주제의 지도자료로 강화된다. 재  소  세계지도책과 국지도책, 일련

의 주제도책은 수집된다. 세계와 천체를 표 한 재  소  지구의의 소규모 

견본을 소장한다. 지명사 과 같은 참고자료는 철 하게 수집한다. 정부의 지도

자료로 부분 구성된 장서와 함께, 국립도서 은 지리 , 경제 , 략 , 문화

 이유로 호주에 특별히 요한 분야의 주요 지형도 연속간행물 수집에 을 

둔다. 기존 장서는 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 자료에 특히 강 을 

가지고 있다. 

8.12 국립도서 은 수집할 때 우선순 를 높게 두는 국가들과 지역에 한 해외지도

자료 장서를 지속 으로 개발하고 확장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

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에 핵심 을 두었다. 국립도서 은 

재  소  일반지도, 주제 지도책, 단일지형도  연속지형도, 주제도 등을 폭넓게 

선정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많은 국가를 상으로 한 지도 정보는 비록 자 형

태에서 일부 증가가 있더라도, 주로 종이기반 형태로 수집될 것으로 악된다. 

8.13 국, 캐나다, 미국, 유럽의 자료가 차 자형태로 입수 가능하더라도, 국립도

서 은 이러한 나라에서 인쇄지도를 지속 으로 수집하여 양쪽 형태 모두로 이

용가능하고 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외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으로, 

국립도서 은 각 국가별로 요 일반지도책, 단일지형도, 연속지형도, 주제도, 수

도  요지역의 낱장지도 등의 수집을 추구할 것이다. 

8.14 국립도서 은 호주의 역사, 발견, 탐험과 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희귀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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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구입한다. 

8.15 출 된 형태의 원격탐사이미지는 다른 지도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수집

한다.

8.16  세계에 걸친 지명사 은 폭넓게 지속 으로 선별하는데, 지도자료 장서에 핵

심참고 부속물로 활용되기 해 수집되어진다. 많은 지명사 은 재 국립도서

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근할 수 있다. 

8.17 지도제작에 한 선별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이 수집되는데, 장서의 리와 운

에 해 문 인 내용을 제공하고, 장기 으로 이 주제 분야의 개발에 한 

표 인 기록을 제공하기 해서이다.

 장서에 한 근

8.18 국립도서 의 지도자료장서에 한 정보는 호주 지도와 해외단일 지도에 해서

는 낱장 수 에서, 연속 인 해외지도자료를 상으로는 목록화된 장서 수 에서 

목록을 통해 입수가능하다. 호주 연속지도자료와 해외 연속지도자료 모두는 지도

자료 열람실에서 색인을 이용할 수 있다. 지도자료 열람실 직원은 한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장서에 한 근을 지원한다. 

8.19 국립도서 의 지도자료 장서에 한 근은 서지 코드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통하여 진 으로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다. 6,000  이상의 지도자료가 디지

털화되었고, 1900년 이 의 기 세계 지도자료, 태평양지역 지도자료, 호주지도

자료 등에 우선순 를 두었다. 선별된  지도자료 한 스캔된다. 

8.20 의 지도자료와 지도책은 사진 복제되거나 상호 차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

며 보존 험과 작권의 향을 받는다. 희귀한 지도자료와 지도책은 출되지 

않거나 복제되지 않으며 디지털 스캔은 제공될 수 있다. 모든 장서는 국립도서  

내 지도자료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8.21 CD-ROM이나 로피 디스크와 같은 물리 인 매체에 담긴 디지털공간정보는 지

도자료 열람실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 과의 계

8.22 국립도서 은 여러 해에 걸쳐 지도 제작당국과 함께 구축한 강력한 계를 유지

한다. 이러한 지도 제작당국은 주정부, 자치지역정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립

도서 , 호주국가기록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는 형 인 상업  통로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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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통해서는 입수할 없는 장서나 자료에 한 근을 제공할 때 유익한 것으

로 입증되었다.

9. 음악자료

 목  

9.1 국가 인 유산에 한 책임의 일부로서, 국립도서 은 호주 문화에 해 사실 인 

기록을 형성하는 음악자료와 음악 련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은 출  자료와 미출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데, 개인문서, 기 의 문서, 기록된 음향녹음자료, 구술역

사자료, 그림자료, 작곡과 공연 역사를 기록한 단명자료 등이며, 음악연구와 음악

에 련된 학문을 지원하는 자료들 역시 포함된다. 

9.2 목 은 모든 호주인들을 해 음악과 음악 련 정보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

이며, 한 음악과 연구공동체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정  의

9.3 ‘호주 음악자료’는 호주인이 창작하 거나 혹은 호주에서 출 된 음악자료, 명백한 

호주인이 공연한 것으로 호주와 련된 음악자료, 는 주제가 련된 음악자료로 

정의한다. “해외 음악”은 해외에서 창작되거나 출 된 음악자료로 정의되며, 특정

하게 호주인과 련이 없는 것이다. ‘창작자’는 작곡가, 자, 작사자, 편곡자, 개작

자, 편집자, 연주자, 삽화가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음악 , 지 , 작 상의 책

임이 있다. ‘호주인 창작자’는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호주에서 구히 거주하는 사

람을 포함하며 는 호주에서 계속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주인으로 계속 인식하거

나 호주에서의 일을 통해 호주인으로 정체성으로 느끼는 사람도 포함한다. 

9.4 ‘인쇄음악자료’는 모든 형태의 출 된 ‘기록된 악보(notated music)’를 포함하는데, 

총보, 트보48), 악곡집, 음반과 함께 출 된 해설집, 가곡집, 찬가집 등을 포함한

다. 그 뿐만 아니라 기타 매체가 인쇄음악출 물의 꼭 필요한 구성요소일 때 그 

매체로 표 된 음악자료까지 포함한다. ‘기록된 악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인쇄자료, 원본 로의 복제자료(fascimile), 자자료(온라인, 멀티미디

48) 오 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악보가 필요한데, 많은 악기 트가 다 들어간 

총보(總譜)와, 악기 트별로 따로 나  트보이다. 를 들면 일 학도서 에서는 ‘총보(score)’는 

여러 개의 악기나 성악 트로 구성된 곡을 연주하기 한 것이며 ‘악보’(music)는 독주를 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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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디지털), 마이크로형태자료, 자자료, 출 되지 않은 형태의 자료 등이다. 

9.5 국립도서 은 인쇄자료를 한 장서정책에 따라서 음악, 음악장서와 음악 정보의 

가장 요한 정보원과 련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수집한다. 

9.6 국립도서 은 다른 형태로 된 음악과 련된 원자료를 수집한다. 를 들면, 그림, 

단명자료, 필사자료, 구술역사녹음자료 등으로 원자료를 한 장서정책을 따른다. 

9.7 국립도서 은 호주온라인콘텐츠를 수집하고 구보존하는 지속 인 임의 일부

분으로 호주음악웹사이트와 디지털음악자료, 자출 물을 아카이빙한다. 이는 

자출 물을 한 장서 정책에 따른다. 

9.8 국립도서 은 기록음향녹음자료와 기록시청각녹화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자로 된 

자료를 보완하기 해서이다. 그러나 상업 으로 배포된 음향자료나 시청각자료

는 수집하지 않는데, 다만 음악가의 개인 인 기록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외이다. 

 수집하기 : 호주자료

9.9 국립도서 은 호주에서 가장 거 한 음악연구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 장서의 강

은 호주의 소 자료와 동시 자료에 있는데, 낱장악보, 출 악보, 미출 악보, 

호주의 민요와 통무용의 기록녹음자료 등이 포함된다. 

9.10 개별 으로 출 된 음악 작물의 수집 외에, 국립도서 은 요한 기  음악장서

를 소장하고 수집한다. 기 음악장서는 호주음악자료와 해외음악자료 모두를 포

함하고 있는데, 호주인의 음악  창의성 는 호주 문화에 한 음악의 폭넓은 

련성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일 때 수집된다. 

9.11 호주의 가장 요한 작곡가, 국제 으로 혹은 국내에 알려진 음악연주가, 학자, 

비평가, 공연기획가 등의 범 한 개인  문서와 음악필사자료는 국립도서 의 

필사자료과에서 극 으로 수집한다. 이러한 장서는 범 한 통신교환자료, 일

기, 단명자료, 개인문서, 소품곡, 자필원고 등을 포함하며, 뿐만 아니라 음악인의 

창의  삶의 필수 인 부분을 표 하는 기록출 음향자료, 기록출 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 다른 필사자료장서는 호주 내의 음악 련 조직의 역사와 음악  삶을 

실제로 보여 다. 공연 술장서와 그림장서에 소장된 그림자료, 상화, 로그

램, 포스터, 티켓, 기타 자료들은 호주의 음악, 음악가, 음악문화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 다. 기록음향녹음자료와 구술역사녹음자료는 음악  통의 범  내에서 

호주의 무형 음악  유산을 실제로 증명하기 해 수집되는데 민속음악과와 방

언으로 된 음악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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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출 된 음악자료

9.12 호주 인쇄음악자료의 모든 종류와 형태는 수집된다. 를 들면, 음악, 고 음

악, 민속음악, 교회음악, 무용음악, 교육 음악, 화음악, 아동음악, 다문화음악, 

토착음악, 재즈음악, 밴드음악, 기악곡, 성악  합창, 이론음악, 교과서를 한 

음악, 자음악 등이다.

9.13 호주에서 출 된 음악자료는 1968년 작권법(1968 Copyright Act)의 법 납본조

항의 향을 받는다. 법  납본조항에 의해 납본된 자료 한 부에 추가하여, 국립

도서 은 일반 으로 호주 인쇄음악자료의 두 번째 권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소 음악자료 한 부를 극 으로 수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기존 음악자료장

서의 결함을 채우기 해서이다. 호주음악센터(Australian Music Center)가 호주인 

작곡가와 허락을 받아 원본 그 로의 복제본으로 출 한 재 호주 음악 작물

은 연구와 보존을 해 우선 으로 수집된다. 

9.14 호주 밖에서 출 되고, 호주인과 련된 음악자료는 한 극 으로 수집이 추

구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해외 출 업사의 허락에 의해 호주에서 출 된 음악자료로 호주 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한 부씩 수집)

 해외에서 출 된 호주인 창작자의 음악(우선 으로 두 부씩 수집)

 호주인 술가가 삽화를 그린 해외에서 출 된 음악자료(한 부씩 수집)

 호주인이 공연한 음악자료로, 음악과 공연자의 연 성이 출 물에 명백하게 설

명된 자료, 는 음악인이 국립도서 의 장서 내에 요하게 나타나는 자료(한 

부씩 수집) 

 호주의 디지털음악자료

9.15 디지털음악 일은 국립도서 이 생산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는데, 음악자료를 

출 , 아카이빙하며 배포하는 방식의 변화에 달려있다. 국립도서 이 디지털음악

장서를 개발하는 목 은 국립도서 의 자체 음악장서와 음악 련 장서에 소장

된 호주 음악자료의 디지털 본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호주 기 들이 

력 으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배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도서 은 구

매를 해 소 자료를 선정할 때, 다른 기  출처의 소 자료를 디지털로 입수가

능한 지 고려한다.

9.16 국립도서 은 한 호주의 ‘디지털음악출 물’의 수집을 추구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웹 상에서 디스크로, 는 그와 비슷하거나 요즘 신흥 형태로 된 디지털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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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음악악보. 이는 부차 인 매체나 는 자 인 구성성

분으로 된 인쇄악보/ 트보로 출 된 ‘기록된 악보 작물’을 언 하는 것은 아니다. 

 도라 선별 기 을 충족하는 음악 웹사이트

9.17 디지털음악출 물은 호주의 인쇄음악자료 선정 기 과 정의에 따라 수집된다.

 음악 구술역사녹음자료와 민간 승녹음자료

9.18 구술역사녹음자료는 호주나 해외에서 음악의 작곡이나 시연을 탁월하게 성취한 

호주의 작곡가, 시연자, 음악학자, 공연기획자, 음악감독 등에 을 맞추어 녹

음된다. 는 호주에서 음악사와 음악연구의 발 에 의미있게 헌신한 이들에게도 

을 두고 녹음된다. 

9.19 국립도서 은 실제 장 음향녹음 로그램과 스튜디오 기록음향녹음 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서면으로 된 기록된 형태가 거의 없이 해지는 호주의 민간 승음

악과 방언으로 된 음악, 무용 승음악 등을 수집한다. 이러한 기록음향녹음자료

는 호주의 문화  통, 즉 과거와 재의 통, 토착과 이주 통 등의 폭과 다

양성을 포착하는 것이 목 이다. 이 녹음자료는 후세에 해지며 다양한 공동체 

환경 내에서 변화된 가곡과 무용의 형태를 보존한다. 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음악을 한 사회  상황을 실제로 보여 다. 구술 통자료를 보완하는 기

록된 민간 승음악자료와 무용정보원을 수집할 때, 가능하면 인쇄음악자료의 수

집도 역시 고려한다. 

 미출  호주음악자료

9.20 미출  호주음악자료는 필사자료 장서에 포함된 호주 음악인의 기록물의 일부 

는 호주음악 작물의 특수 장서로써 수집된다. 특수 장서의 출처가 압도 으로 

기 이며, 미출  악보와 트보 세트( 를 들면, 호주심포니장서)가 주로 포함되

어 있을 때, 이들은 음악자료 장서로 수집되고 리된다. 

 수집하기 : 해외자료 

9.21 국립도서 의 음악자료 수집정책은 호주인에 을 두고 있다. 동시에 국립도서

은 한 해외에서 출 된 거 한 음악연구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연구 수 의 

인쇄음악자료와 음악 련 자료를 한정 이고 선별 인 기 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9.22 해외 음악자료를 수집하는 목 은 다음과 같다.

 학문과 연구를 한 음악자료와 음악정보의 핵심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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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호주에서의 음악  음악  삶의 발 을 보여주는 술  계와 문화  상황을 

실제로 증명한다. 

9.23 해외장서는 국음악과 유럽음악에 재 강 이 있는데, 이들 음악은 호주에 정

착한 유럽인들의 음악 , 문화  배경을 형성한 음악  형태와 종류에 걸쳐 분포

되어 있다. 이 게 형성된 장서는 18세기, 19세기 음악 통에 한 깊이 있는 연

구를 지원하는데, 피아노음악, 성악, 민간 승 통음악, 음악논문, 19세기 오페라, 

오페 타, 희가극 등의 기 들과 특수 장서를 통해서이다. 다른 장서는 재즈 

밴드와 재즈 밴드 편곡, 무성 화를 한 음악을 포함한 음악극과 화 음악, 소

규모의 악단을 한 편곡 등을 포함한 음악의 낱장 악보가 그 특징이다. 

한 범 한 유럽과 미국의 출 사와 음악  승에서 나온 20세기 음악 악보

로 된 상당한 장서가 있다. 작곡가의 수집된 작물, 역사 인 자료, 원본 로의 

복제본과 국가 인 음악  기념물 등은 다른 호주 도서 에 소장된 장서를 보완

하며 다른 기 과의 자문을 통해 지속 으로 선별 으로 수집된다. 

 해외인쇄음악자료

9.24 국립도서 은 선별 으로 한정 인 기 에 따라 해외에서 출 된 인쇄음악자료 

1부를 수집한다. 따르는 기 은 다음과 같다. 

 호주에 폭 넓은 심이 있는 해외음악자료, 는 그러한 음악자료가 호주의 장

서를 보완하거나 음악계에서의 주요한 흐름을 조명하는 경우, 는 호주의 음악

과 그 술  방향에 특별한 향을 끼치는 경우

 호주의 심층 인 음악연구를 지원하는 특수연구수 장서와 모든 형태의 주요정

보원자료 

 학문 으로 요한 음악자료 

9.25 해외에서 출 되고 주로 음악  시연을 하기 해 이용되는 트보 세트는 보통 

수집하지 않는다. 

 해외음악 련장서

9.26 국립도서 은 음악에 한 작물을 선별하여 수집하는데, 도서, 연속간행물, 

자출 물을 포함하며 음악의 역사, 사회   문화  상황과 참고정보원 등에 

을 둔다. 다음을 포함한다. 

 일반 이 심을 가지는 음악에 한 도서로, 주로 어로 되어있고 지속되는 

독립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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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인 음악 참고자료, 서지정보원과 색인

 소  음악연속간행물과 동시  음악연속간행물로 자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통

해 근 가능한 자료도 포함

 장서에 한 근 

9.27 음악자료장서는 국립도서 의 목록을 통해서 개별 인 자료 수 으로 우선 으

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장서는 재 장서수 의 코드를 통해 근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검색보조도구나 색인은 목록 코드로의 링크와 함께 생성된다. 

인쇄음악자료가 필사자료장서나 다른 장서 내에 소장된다면, 목록을 통해 일부 

근을 제공하는 검색보조도구를 통해 소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9.28 국립도서 은 가장 요한 음악자료장서의 일부를 디지털화하며, 국립도서 의 디지

털 장서와 서비스를 통해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로 된 호주 음악자

원과 정보원에 통합 이고 력 인 근은 MusicAustralia <www.musicaustralia.org>에

서 이용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국립도서 이 호주 역의 도서 , 기록 , 특수음악

단체, 배포자들과 력하여 운 한다. 

9.29 인쇄악보와 트보, 미출 된 악보와 트보 등은 단명 인 특성, 유일하거나 

체할 수 없는 가치, 일부 자료의 물리 으로 손상되기 쉬운 상태 등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그로 인해 그러한 자료의 이용과 처리를 해서는 일반 으로 장기

인 보존과 이용가능성을 가장 잘 보장하는 조건이 필수 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페더릭 열람실(Petherick Reading Room)에서 감독아래 이용가능하다. 만일 보존

험이나 작권 제한이 없다면, 음악자료는 도서  내부 혹은 기  외부에서 독자

들을 해 복제될 수 있다. 한 복제본은 다른 도서 에 출된다. 원자료는 보

통 국립도서  내부에 항상 남아있는데, 시 는 특수 목 을 해서는 출된다. 

9.30 기록음향녹음자료는 한 페더릭 열람실 내에서 들을 수 있다. 이용자는 열람실, 

키보드와 컴퓨터를 음악편집소 트웨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차 웹을 통하

여 음향자료를 서비스하므로 열람실에는 스피커와 헤드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

는 등의 서비스제공을 한 부가 인 것들이 필요하다. 선정된 국립도서  오디

오 자료의 디지털 달서비스는 개발하고 있다. 

 다른 기 과의 계

9.31 다른 수집 기 , 특히 다른 국립문화기 , 호주음악센터, 주립도서 , 음악 문도

서  등의 정책과 활동은 모두 음악자료와 련된 국립도서 의 수집 우선순  

 차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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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필사자료를 제외한 출  음악자료와 미출  음악자료를 수집하는 국립도서 의 

역할은 국립 화음향자료원이 보완하며, 국립 화음향자료원의 “기록음향자료

략(Recorded Sound Strategy)”의 목표는 출 된 녹음자료와, 호주의 다양한 음반산

업계와 라디오 산업계의 산출물을 표하는, 연합된 역사 인 문서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그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 화음향자료원은 재즈, 토착

민음악, 음악공연역사, 컨버젼스 시청각기술 등에 하여 특수 장서 략을 가지

고 있고, 국립도서 은 이러한 부분과 련된 음악자료, 구술역사자료, 그림자료, 

단명자료, 필사자료 장서를 수집할 때 그를 고려한다. 

9.33 민간 승음악 는 통 음악의 음향녹음자료와 련하여, 국립도서 은 출 된 

녹음자료보다는 국립도서 의 기록음향녹음자료에 을 둔다. 호주원주민연구

소는 통 인 호주원주민음악의 장녹음자료 는 공동체 녹음자료의 가장 

요한 장소이다. 

9.34 국립도서 은 국립 화음향자료원과 력하여 일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된 음악 

정보원에 근하는 통합발견을 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것과 련된 근법, 기 , 차 등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9.35 국립도서 은 호주음악센터와 하게 력한다. 호주음악센터의 핵심 역할은 

호주인 작곡가의 공연과 음악을 쉽게 이해하게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호주음악센

터는 요구에 따라 호주음악 작물의 공연 총보와 트보를 복제하는데, 호주 작

곡가들을 표하는 사용권 계약에 따른다. 국립도서 은 호주음악센터가 출 한 

자료를 보존과 연구를 해 극 으로 수집하지만, 계약에 의해 이용자가 음악

자료를 출하고 공연에 이용할 때는 호주음악센터에 맡긴다. 국립도서 은 한 

호주음악센터와 력하여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복제된 악보자료를 수집하

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지침과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9.36 일부 주립도서 , 공공도서 , 학도서 은 문음악자료, 공연 술분야자료 

는 분 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음악 공연을 지원하며, 뿐만 아니라 음

악에 한 학문연구, 다양한 형식의 음악정보원에 한 일반 의 근 등을 지

원한다. 국립도서 은 세트악보와 트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음악 공

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복되게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호주심포니와 같은 조

직과의 정을 통해, 호주에서의 창작과 공연 역사를 실제로 기록한 유일한 자료

를 보존하고, 그에 한 근을 지원하는 경우는 외이다. 국립도서 은 한 

지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 음악자료에 한 큐 이터의 문지식을 통해서, 력

계획안수립과 음악자료 공유를 지원하는데, 디지털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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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 략을 포함한다. 해외 음악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등과 련하여, 국립

도서 은 다른 특수 장서를 복제하기보다는 보완하고자 한다. 

9.37 일부 기  역시 음악자료와 원본 음악 련 자료의 수집에 강한 심을 가지는데, 

기 이 속한 지역에서 혹은 특별히 심을 가지는 분야에서의 호주 음악의 창작

과 공연에 한 자료들이 그 상이다. 때때로 이러한 기 들과 공연 술기록보

존소 간에는 복이 발생한다. 특수 장서를 수집할 때, 국립도서 은 특정 장서

의 연구가치와 다른 호주 도서 과 기록 의 수집 심을 고려하는데 장서의 통

합성 유지를 한 필요성과 장서의 강 을 숙고한다.

10. 특별 수집 : 무용

 배  경

10.1 국립도서 은 다양하게 외부 으로 자 을 지원하는 로젝트에 수년간 참여하

는데, 이는 호주인의 창의 인 삶에 한 기록의 일부인 무용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 무용은 호주의 역사 , 

, 토착 , 다문화  환경에서 요한 공연 술  하나이며, 공동체에 참여

하는 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구성해왔다. 그러나 무용은 그 특성상 기록되는 형

식으로 잘 표 되지 않기에, 호주 무용 문화의 체계 인 문서기록화와 수집을 활

발하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립도서 은 구술역사기록물, 

민간 승자료, 필사자료, 그림자료, 단명자료, 음악자료 등의 장서개발정책 내에

서 무용에 한  특별한 을 두고 있으며 호주 무용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 

Australia Dancing <www.australiadancing.org>의 웹 서비스를 통해 국가 인 장서와 

자원에 한 근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목  

10.2 국가 인 유산에 한 책임의 일부로서, 국립도서 은 호주 문화에 해 사실

인 기록을 형성하는 무용자료와 무용 련 자료의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수집의 

은 무용 종류의 다양한 범 에 걸쳐 호주의 무용 자원에 두는데, 민간 승무

용과 다문화무용도 포함한다. 목 은 무용자료의 보존, 호주에서의 무용의 기록

화, 모든 호주인을 해 무용자료와 무용 련정보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이

며, 뿐만 아니라 무용단체와 연구단체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립

도서 은 특히 호주의 음악, 무용, 디자인, 연극 간의 력과 계를 보존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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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는 자료를 극 으로 수집한다.

 정  의 

10.3 ‘호주의 무용’은 호주 혹은 해외에서 호주인 혹은 호주의 회사가 창작한 무용으

로 정의된다. 는 명백한 호주인의 공연 혹은 련 주제로 호주와 연 된 무용

으로 정의된다. ‘창작자’는 안무가, 작곡가, 술감독, 무용가, 디자이 , 조연출

자, 총감독 등을 포함하는데, 술 , 음악 , 지  제작과 리 책임을 진다. 무

용에서의 ‘호주인 창작자’는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구 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에서 계속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주인으로 계속 인식하는 사람, 호주에

서 일을 함으로써 호주인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수집하기

10.4 호주의 무용자료수집은 개인 인 기록물, 조직의 서류, 요한 무용가와 안무가, 

무용과 련된 다른 사람들의 구술역사녹음자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록무용

악보(필사자료 제외), 민간 승무용음악의 기록음향녹음자료, 무용역사와 연습을 

기록한 그림자료와 단명자료, 호주의 무용연구를 지원하는 자료들이 포함된다. 

출  기록무용악보와 미출  기록무용악보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디지털음악악

보 등에 용되는 동일한 지침에 따라 수집될 것이다. 해외자료는 호주와 해외에

서의 호주 무용 발 을 보여주는 술  계와 문화  상황을 실제로 증명하는

데, 해외 장서 조항에 따라 수집된다(11.1조 참조). 

 호주의 디지털 무용 자료

10.5 국립도서 은 무용 자원의 장서와 근에 한 책임의 일부로써 웹 아카이  도라

를 통해 아카이빙하기 한 무용 웹 사이트를 선별한다. 국립도서 은 력 인 디지

털화와 다른 호주 기 들이 무용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무용

정보와 문서에 한 근을 지원하는데, Australia Dancing <www.australiadancing.org> 

는 국립도서  Ballets Russes website <www.nla.gov.au/balletsrusses/>를 통해서 

달된다.

10.6 국립도서 은 구입을 해 소  자료들을 선정할 때 다른 기 의 소장 자료와 

디지털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고려한다. 국립도서 은 호주 무용의 독자 인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 자료가 개인 필사자료와 조직의 필

사자료 장서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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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에 한 근

10.7 국립도서 의 무용 자료에 한 근은 주로 국립도서 의 목록인 <catalogue. 

nla.gov.au>을 통하며, Australia Dancing <www.australiadancing.org>의 정보원 디

토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추가 으로 단명자료와 필사자료의 장서에서 무용 

자원에 한 근을 강화하기 하여 검색보조도구가 선택 으로 생성된다.

10.8 국립도서 은 무용자료장서의 일부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데, 국립도서 의 디지털 장

서와 서비스를 통해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된 호주 무용 자료에 

한 통합 이며 력 인 근은 Australia Dancing <www.australiadancing.org>를 통

해 이용가능하다. 

10.9 무용 자료는 흔히 유일하며 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료는 특수장서열람실 

는 페더릭 열람실에서 감독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보존의 험이나 작권 

제한이 없다면, 무용자료는 국립도서  내부 혹은 기  외부에서 독자들을 해 

복제될 수 있다. 원자료는 보통 국립도서  내부에 항상 남아있는데, 시 는 

특수 목 을 해서는 출된다. 

 다른 기 과의 계

10.10 다른 수집 기 , 특히 국립 화음향자료원, 주립 도서 , 공연 술박물  등의 

정책과 활동은 무용과 련된 국립도서 의 수집 우선 순   차와 련이 

있다. 구술역사녹음자료, 필사자료, 그림자료, 단명자료, 음악자료 장서 내의 무

용자료와 기록무용자료의 수집에 해 국립도서 은 특별한 을 두고 있는

데, 호주의 시청각 자료 유산을 수집하는 호주 화음향자료원이 이를 보완한다. 

10.11 국립도서 은 구술역사녹음자료와 민간 승자료 장서의 일부인 호주의 민간

승무용 유산에 딸린 구술역사녹음자료를 수집한다. 호주원주민연구소는 통

인 호주 원주민무용의 음향녹음자료와 시청각녹음자료의 요 장소이다. 그러

나 다른 호주토착민무용자료는 국립도서 이 수집하는데, 이 장서개발정책의 조

항에 따른다. 

10.12 호주문 진흥원49)의 기 재정 지원과 호주무용 회50), 호주무용에 해 국가  

수 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업계의 상단체(peak body), 다른 기  등과의 력

으로, 국립도서 은 호주의 무용자원과 정보에 한 통합 웹 근을 개발하 는

데, Australia Dancing <www.australiadancing.org>을 통해서 역사 인 자료와 동시

49) The Australia Council

50) Australian Danc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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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제공한다. 

11. 해외 장서 : 일반 사항

 목  

11.1 해외 장서는 연구, 술활동, 창조  노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 강력한 기

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장서구축의 핵심 목 은 다양한 종류의 비교

자료와 상황자료에 한 근이 필요한 호주 학계의 연구자들의 요구를 지원하

기 한 것이며, 호주인들이 세계 인 행사와 논의에 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하

기 한 것이다. 해외장서는 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지

원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치, 정부, 국제업무, 경제, 인문학, 

술, 과학과 기술의 범 한 동향 등의 해외 발 에 기반을 둔 일반 인 연구

를 지원한다. 한 주로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더 오래된 해외자료로 구성

된 거 하고 요한 장서가 수년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들이 실질 인 소

연구를 지원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게 유의해야 한다.  

 범  

11.2 해외 장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강 이 있으며 이러한 강 은 장서를 개발

할 때에도 구축될 것이다. 해외수집 로그램의 목 을 충족하기 하여, 부분의 

주제 분야에 걸쳐 기본 인 최신 정보의 제공을 확실히 하도록 범 하고 일반

으로 을 둘 것이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참고정보원과 다른 표  도서는 해

외수집 로그램의  필요한 부분을 구성할 것이다. 단순히 인 흥미를 끌

고, 공공도서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물은 일반 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11.3 다음과 같은 범주의 자료는 수집된다. 

 호주와 호주인과 련된 포 인 장서를 구축하고, 호주학 분야에서 일하는 연

구자들의 요구에 서비스해야 하는 국립도서 의 책임을 충족시킬 자료. 국립도

서 은 해외에서 출 된 호주에 한 출 물, 해외에서 호주인이 출 한 출 물, 

어 이외의 언어로 된 번역물로 호주인이 자인 작물 등을 수집한다. 

 최소 18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호주의 역사와 발 에 해 맥락  이해를 제공하

는 출 물로, 역사, 정치, 기, 문학, 시각 술, 자연사에 한 작물을 포함한

다. 그러한 자료들은 쟁, 이민, 외교, 국제스포츠, 술, 과학연구, 의학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식민지 시 부터 오늘날까지 호주의 역사와 발 에 한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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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평가된다. 국립도서 은 호주의 상황에 해 특별한 심을 가지는 논

의를 다루는 해외 출 물에 을 둔다. 를 들면 정부조직으로서의 연방주의

와 공화주의, 기타 정부모델 그리고 토착민, 원주민 등과 련된 문헌이다.

 일반 이 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세계  행사와 논의에 해 알려주는 

것을 목 으로 한 자료. 이 장서는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에 지, 과학, 기술, 

공 보건 등을 포함한 범 한 범 의 주제를 다룬다. 수집된 자료는 요 

기물, 요 동향에 한 역사  설명서, 일반  발 에 한 설문조사, 국제비교

학, 새로운 분석과 측 등을 포함한다. 인문학과 문학에 한 핵심 작도 역

시 수집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과 련된 

자료들. 국립도서 은 호주와 가까운 주변국 간에 존재하는 많은 요한 연결을 

인식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이러한 역들에 한 실질 인 연구 장서를 개발하

여왔다.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확장된 

요한 역사 , 문화 , 경제 인 계가 있다. 유사한 유 가 20세기 동안에 동아

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의 계에서 나타났다. 호주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과 

지리 인 분야와 련된 연구를 한 심지이다. 그리고 국립도서 의 장서는 알

려진 국가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의식 으로 개발하여 왔다. 아시아 태평양지

역으로 범 하게 정의된 자료의 수집에 지속 인 을 두는 목 은 국립도서

이 국가의 도서  자원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부간행물과 국제 인 비정부기구에서 나온 자료들. 국립도서 의 기탁도서

으로서의 지 와 다른 국립도서 과의 연계로 인해 수많은 국가의 정부간행물 

장서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 국가에는 미국, 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다. 한 국제연합, 세계은행과 같은 요 세계기구로부터 범 한 간행

물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일련의 국가와 호주가 회원국인 국제 인 세계기

구 출처의 정부간행물에 강력한 심을 두고 있다.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과 련된 주제를 다루는 출 물에 을 부여한다. 이러한 범주의 자료는 

차 인터넷 상에서 입수가능하며 국립도서 은 인쇄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자 형태로 된 이러한 자료에 한 근을 제공한다. 

 특수주제분야의 자료. 문헌정보학, 특히 정보학, 경 , 보존, 시, 작권 같은 

분야에 수집 을 둔다. 지도자료와 국제법에 한 작물 역시 국립도서 이 

수집하는데, 여러 해에 걸쳐 구축된 이러한 분야의 장서가 뛰어난 국가  자원

을 구성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1.4 일반 으로 마이크로 형태나 자 형태로 된 연구자료로 구성된 장서는 이 장서

개발정책에서 설명한 정책에 따라 수집된다. 장서가 국립도서  소장자료의 결함

을 채우거나 기존 강 에 의미 있게 기여를 한다면, 수집을 고려한다.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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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자료는 역시 수집하는데, 다만 손상되기 쉽거나 질이 나쁜 상황에 있는 자

주 이용되는 도서 자료를 체할 때 필요하다면 수집한다.

11.5 필사자료와 그림자료 같은 해외 원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데, 다만 마이크로 형태

나 자 형태로 발행되었고, 수집할 때 강 을 두는 주요 역을 보완하거나 아

시아 태평양 같은 심 주제일 때는 외이다. 

 형  태

11.6 국립도서 이 도서,   신문 등과 같은 해외인쇄출 물을 지속 으로 수집

하지만, 자 자료는 수집 략에서 재 을 두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 자

료들은 인쇄형태로 수집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범 한 정보에 근을 허용하

며 강화된 검색 가능성을 제공한다. 해외출 물에 한 더 큰 수 의 자 인 

근으로 나아가면서, 국립도서 은 기존 장서에 한 강 과 장서개발정책에서 

식별된 우선순 를 토 로 할 것이다. 합한 출 물을 인쇄 형태로 수집하는 것

보다 자 인 근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자자원의 선정과 근에 한 지

침(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and Access to Electronic Resources)51)에서 설명된 

조항을 고려한다.  

 언  어

11.7 수집된 자료는 압도 으로 어로 되어있지만, 오로지 어로만 되어있지는 않

다. 국립도서 은 주요 출 국, 특히 북미와 국에서 폭넓게 자료를 수집한다. 

어로 된 자료에 을 두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출 된 요하거나 독창

인 작물은 원래의 언어로 수집된다. 아시아,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국,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만,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집된 작물은 일반

으로 그 지역의 언어로 수집된다. 

12. 해외 장서 : 아시아

12.1 국립도서 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아시아와 련된 범 한 장서를 개발하여 왔

다. 이러한 장서는 뛰어난 강 을 달성했으며 학술연구자에게 다른 호주의 도서

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매우 소수의 해외도서 만이 필 할 수 있는 기회를 

51) www.nla.gov.au/policy/electronic/eguidel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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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한 언어 능력을 가진 문직 직원들을 고용하여, 아시아 장서를 

수집하고 목록화하며, 그 직원들을 통하여 아시아 장서에 한 참고서비스를 도

서  내부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국,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

아 장서는 국가 인 자원이며, 이 장서들을 통하여 국립도서 은 학자들, 호주의 

도서  공동체, 국가 장서 등을 하여 유익한 기여를 한다. 

12.2 국립도서 의 아시아자료 수집은 동아시아( 국, 일본, 북한, 한국, 만), 동남아

시아( 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좀더 작은 범 의 남아시아(방 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 , 네팔, 키스탄, 스리랑카)에 을 둔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상

으로는, 자국어 출 물, 그 지역 출처의 서구어로 된 출 물, 그 지역에 한 서

구어 출 물 모두를 수집한다. 남아시아의 작물은 일반 으로 오직 어로 된 

자료만 수집한다. 안정 인 도서수출 매상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의 수집은 지역 

공 자를 통한 출 물의 입수가능성에 향을 받는다. 

12.3 국립도서 은 서아시아의 국가들, 즉 호주에서는 좀더 일반 으로 동아시아로 

인식되는 국가(아 가니스탄, 바 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멘)에서 어로 된 

은 수의 출 물을 수집한다. 서아시아어로 된 자료들은 일반 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국립도서 은 앙아시아 국가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지만, 서아시아와 

앙아시아 모두 어로 된 표 으로 선정된 작물은 수집한다.

12.4 국,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자료는 연구 수 (컨스펙터스52) 수  4)으로 

수집한다.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는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에 할

당되는데, 자국어로 된 인도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남부아시아

의 다른 국가들은 수집 수  2(기본 인 수 )로 배정되는데, 자료의 유용성에 

향을 받는다.

12.5 국립도서 의 동아시아 장서, 즉 태국 장서와 인도네시아의 장서는 사, 동시

 사회학과 문화 분야에서는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 수 이다. 

국립도서 은 범 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상업 인 공 업자, 기증, 교환 등

을 활용하여 1950년  이래로,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국내구입을 통

52) Conspectus methodology : 미국 연구도서 그룹에서 개발한 도서  장서평가 방식으로 도서 의 규모

와 상황에 합하게 장서를 주류, 강목, 요목별로 구분하여, 재장서수 , 수집의지수 , 목표장서수

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 평가한 후, 각 장서에 합한 장서수 기호를 부여하는 표 화되고 

객 인 장서평가방법이다(박진희, 컨스펙터스방법을 이용한 장서평가 연구, 1997). 호주국립도서 에

서 컨스펙터스 수  0은 수집하지 않는 단계이며, 컨스펙터스 수  1 : 최소한의 수 , 컨스펙터스 수

 2 : 기본 인 정보 수 , 컨스펙터스 수  3 : 간 수 , 컨스펙터스 수  4: 연구수 , 컨스펙터스 

수  5 : 포 인 수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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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들 모든 국가를 상으로 단행본, , 정부간행물, 신문 등 요 소장 자

료를 확보하 다. 

12.6 희귀하고 원본인 동아시아 자료들로 구성된 요하면서 소규모의 자료가 있는데, 

국립도서 이 추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 소장 자료에 추가되는 요한 내

용을 가진 우수한 사례들은 때때로 수집된다.

12.7 국립도서 은 정기 으로 범 한 마이크로 형태자료와 재  소장자료, 특히 

국과 일본 자료를 추가한다. 이는 아래에서 기술되는 주제 역에서 가장 요한 

정보원인 신문자료와 마이크로필름 장서의 소 자료를 포함한다.

12.8 CD-ROM,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원 등과 같은 자 자원은 아래에서 설명된 

수집정책을 만족시킬 때 수집된다. 자 자원을 선정할 때 지키는 부가 인 원칙

은 자원에 담긴 정보의 통합성, 근 편의성, 이용 편의성, 비용효율성 등이다. 

 수집하기

○   국

12.9 국에서의 자료 수집은 역사, 사회과학 분야에 가장 을 두며, 인문학에 다

소 은 을 둔다. 가장 우선시하는 역사  기간은 (1911년 이후)이며, 

에 한 정황을 제공하는 기 국 역사에 한 요 작물 역시 수집한다. 

정치학, 정부, 외교문제, 경제, 법, 교육, 사회  문제, 지리, 여행 등에 한 작

물을 수집한다. 국 소수민족과 토착민 집단에 한 작물을 특히 수집하고자 

한다. 국의 문학과 언어에 한 표 으로 선정된 작물을 수집하는데, 재  

형식으로 발행된 고  텍스트를 포함한다. 방 한 국연속간행물과 지방연감 장

서가 있는데, 새로운 호가 발간되면 추가되어진다. 

12.10 국문화와 술에 한 작물을 수집하며, 종교와 철학에 한 작물은 좀 

더 은 을 두고 수집된다. 국의 문화에 한 작물과 화제를 증명

하는 자료들 역시 수집된다. 그러한 작물을 선정하는 원칙은 작물이 국과 

 국의 발 , 세계에서의 그 치 등을 역사 , 문화 , 정치 으로 폭

넓게 이해하도록 추가 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이다.

12.11 순수과학에 한 국 작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한정된 

수의 작물을 수집하는데, 농업, 환경, 통의학 등에 한 작이다. 국립도서

은 의학 분야에서 수많은 국 의 종이 본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

료의 추가는 오직 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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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12.12 일본에서의 자료 수집은 역사, 사회과학 분야에 을 두며, 인문학에 좀 더 

은 을 둔다. 가장 우선시하는 역사  기간은 메이지 시  이후로(1868년 

이후), 기 20세기의  강국으로서의 일본의 발 , 제국주의의 팽창, 2차 세

계 의 도화선, 연합군의 일본 령 등에 한 작물을 포함한다. 일본과 서

구와의 기 계, 일본에서의 외국인 정착민에 한 작물 역시 수집되는데, 

그 자료들이 요 수집 강 을 보완할 때 수집된다. 

12.13 일본의 정치학, 정부, 외교 계, 경제학, 법, 교육, 사회 인 문제, 지리, 여행 

등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일본국립국회도서 이 제공하는 일

본정부간행물을 한 기탁도서 으로, 결과 으로 일본 정부에 해 핵심 강

을 가지고 있다. 

12.14 오키나와의 아이 족 같은 일본의 소수민족과 토착민에 한 작물을 특히 수

집하려고 노력한다.

12.15 일본의 문학과 언어에 해 표 으로 선정된 작물을 수집하며, 이는 만화와 

같은 인 형태를 포함한다.

12.16 일본 문화와 술에 한 작물을 수집하며, 종교와 철학에 한 작물에는 좀 

더 은 을 둔다. 일본 문화와 화제를 실제로 보여주는 작물 한 수집

한다. 그러한 작물의 수집 원칙은 작물이 일본, 세계에서의 그 치를 역

사  문화  정치 으로 폭넓게 이해하도록 추가 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이다.

12.17 순수과학에 한 일본 작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한정된 

수의 작물을 수집하는데, 농업, 환경, 일본경 실무 등에 한 작물이

다. 국립도서 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수많은 일본 의 종이 본을 유지하

고 있지만, 새로운 을 극 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 한  국

12.18 국립도서 은 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에 한 자료  그 출

처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은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에 을 두고, 인문학에 좀 

더 은 을 둔다. 가장 우선시하는 역사  기간은 20세기로, 일제 강 기

(1911-1945년)와 그 이후이다. 남북한 계의 역사와 지역  략 문제에 한 

자료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치학, 정부, 외교 계, 경제, 법, 교육, 사회 문제, 지

리, 여행 등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하여 표 으

로 선정된 작물을 수집하는데, 재 형식으로 발행된 고  텍스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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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북한 출처의 재 작물을 수집하지만, 입수가능성이 공 에만 달려있다.

12.20 한국 문화와 술에 한 작물을 수집하며, 종교와 철학 분야는 좀 더 은 

을 둔다. 문화와 화제를 실제로 보여주는 작물을 수집한다. 그러한 

작물의 선정 원칙은 한국, 그 지역  계와  세계에서의 그 발 에 한 

폭넓은 이해를 한 추가 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이며, 역사 , 문화 , 는 정

치  모두 포함한다. 

12.21 순수과학에 한 한국 작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제외)

12.22 동남아시아에서의 자료 수집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상으

로 가장 강 을 가지는데, 아래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이 지역의 나머지 국

가들, 루나이, 말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상으로 

한 수집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다. 미얀마를 상으로 한 수집은 기

증과 교환 로그램에 의지한다.

12.23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자료 수집은 동남아시아의 사,  

사회, 문화에 을 둔다. 이는 기 역사, 식민지 령 시기, 제2차 세계  

이후 시기, 재까지의 상호지역간 발 을 포함한다. 

12.24 정치학, 정부, 외교 계, 경제, 법, 교육, 사회 문제, 개발 문제 등에 한 작물

을 수집한다. 정부 간행물은 선별하여 수집한다.

12.25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학과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낮은 수 에 있는데, 인

정받은 자의 작물과 입수할 수 있다면, 번역본으로 수집된다. 동남아시아 

언어에 한 작물은 일반 으로 선별하여 수집하고, 입수할 수 있다면 어로 

수집한다. 

12.26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술에 한 작물은 보다 선별 으로 수집되는데, 폭 넓

은 사회  경향에 한 맥락을 제공하는 종교와 철학에 한 작물에 좀 더 

은 을 둔다. 

12.27 순수과학에 한 동남아시아 작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응용과학 분야에서 한

정된 수의 작물을 수집하는데, 농업, 환경, 통의학 등이다. 

○ 인도네시아

12.28 국립도서 의 인도네시아 장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시  연구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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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자카르타에 소재한 수집 사무소를 통해 30년간 수집하여 구축한 것이

다. 장서는 특히 정부, 정치, 사회과학, 경제, 통계학, 법, 교육, 사회 문제, 개발 

문제 등에 특히 강 을 가지고 있다. 앙정부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지방과의 

계를 상세히 기록한 출 물을 수집한다.

12.29 인도네시아 장서를 구축할 때, 국립도서 은 상업용  비상업용 출 도서와 

, 신문, 정부간행물, 인도네시아 사회와 시사문제를 표하는 범 한 자료들

을 수집한다. 이는 때때로 단명자료의 특성을 가진 반(半)출  자료들을 포함하

는데, 행사나 요 문제 등을 설명하는 선거단명자료, 포스터, 팸 릿 등과 같은 

자료들이다. 

12.30 인도네시아 문학에 해 표 으로 선정된 작물을 수집하는데,  작물

에 을 두며, 문학소설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포함한다. 소수민족 언어에 

한 작물과 그 언어로 된 작물은 입수가능하다면 수집한다. 문화와 술 

분야의 수집은 인도네시아의  술가와 동향보다는 통 문화 술과 원주

민의 문화 술에 을 둔다. 

12.31 문화와 화제를 기록한 자료들은 선별 으로 수집된다. 그러한 작물을 선

정하는 원칙은 작물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발 ,  세계에서의 그 

치 등을 역사 , 문화 , 정치 으로 폭넓게 이해하도록 추가 인 맥락을 제

공하는지 이다. 

○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12.32 인도네시아 장서와 같이, 호주국립도서 의 태국, 크메르, 라오스 장서는 수년에 

걸쳐 구축되었는데, 끈기 있게 수집하고 그 지역 내 기   개인과의 교섭을 

발 시켜 이루어졌다. 태국에는 안정 인 도서수출 매상이 있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출 물은 거의 부분 기   개인과의 교섭을 통해 수집된다. 이는 

두 국가의 안정 인 도서 매상이 부족하고 출  결과물이 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립도서 의 크메르와 라오스 장서는 수 으로 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12.33 태국 장서는 정부, 정치, 사회과학, 경제, 통계, 법, 교육, 사회 문제, 개발 문제 

등에서 특히 강 이 있다.  태국을 기록하는 범 한 출 물을 추구한다. 

특히 사후에 쓴 기인 태국의 ‘화장(火葬)추모도서’53)로 이루어진 포 인 장

53) 화장추모도서(cremation volumes) : 태국의 독특한 습으로, 화장을 한 후 고인의 생애와 주

 지인들의 칭송을 엮은 책을 선물로 나 어 다. 태국의 문학, 민속, 역사 연구 등에 많은 

참고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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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강 이 있다. 지역발 , 소수민족, 이웃과의 계 등을 기록하는 출 물 역시 

수집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상으로도 역시 유사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12.34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문학과 언어에 해 표 으로 선정된 작물을 수

집한다. 소수민족의 언어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

12.35 문화와 술 분야의 수집은 태국의  술가와 동향보다는 통 인 문화

술  원주민 문화 술에 을 둔다. 

12.36 문화와 화제를 기록하는 자료들은 선별 으로 수집된다. 그러한 작물을 

선정하는 원칙은 작물이 태국, 태국의 발 ,  세계에서의 그 치 등을 

역사 , 문화 , 정치 으로 폭넓게 이해하도록 추가 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이다.

○ 남아시아

12.37 남아시아에서의 수집은 기존 장서의 강 을 보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인도

에서 수집하는 것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다.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

의 다른 국가들을 상으로 한 수집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으로 자

료의 입수가능성에 달려있다. 

12.38 국립도서 은 남아시아에 해 서구어로 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등의 

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동시 의 사회과학 분야에 을 두고 있다. 국가

 수 의 정부간행물은 요한 자료이다. 부분 소장 자료는 인도 출처이며, 

일부는 키스탄과 스리랑카 출처이다. 나머지 남아시아의 지역 출처의 장서는 

범 하지 않다. 더 오래된 자료들에는 국식민시  정부간행물의 방 한 소

장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2.39 자료 수집은 이 지역에서, 시 의 요한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  문

제에 하여 지속 으로 집 한다. 남아시아에서 어로 된 자료만을 수집하며, 

그 지역에 해 세계 다른 곳에서 출 한 어 자료들로 보완한다. 

 다른 기 과의 계

12.40 국립도서 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국립 학도서 과 수년간에 걸친 다수의 아

시아 수집 정을 맺고 있다. 이는 두 기 간의 양해각서(2005년 체결) 내에 기

록되어 있다. 

12.41 정은 국 지방  주요 도시의 통계연감에 한데, 이 정에 의해 호주국

립 학교는 국의 북부와 서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국립도서 은 앙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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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에서 수집한다. 그 이상의 정은 고려 이다.

12.42 일본어 정보원을 다루는 호주국립 학교와 호주국립도서  간의 일본 자료에 

한 오랜 정으로, 인문학과 1868년 이  일본 역사에 해서는 호주국립

학이 요 수집 책임을 진다. 반면 사회과학과 1868년 이후 일본역사에 해서

는 국립도서 이 요 수집 책임을 진다.

12.43 한국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근을 제공하기 한 호주국립도서 과 호주국

립 학도서  간의 정에 의해, 국립도서 은 한국어 자료의 연구 수  장서를 

지속 으로 개발하여 왔다. 동시에 호주국립 학은 학부생을 가르치기 하여 

주로 서구어로 된 한국에 한 기본 장서를 개발하여 왔다. 합할 때 국립도서

은 한국자료 수집에 해 더 나아간 정 가능성을 지속 으로 조사한다. 

13. 해외 장서 : 태평양

 수집하기

13.1 태평양 지역에 한 국립도서 의 심은 다년간에 걸친 것이며, 호주의 지리

인 지역과 그 국가들 간의 역사 , 경제 , 문화  연결을 반 한다. 국립도서

은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등에 우선순 를 두는데, 미국령 사모

아,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랑스령 폴리네시아, , 키라바시, 마샬군

도, 나우로, 뉴칼 도니아, 니우에,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푸아뉴기니, 피트

언제도, 사모아, 솔로몬제도, 토 라우, 통가, 투발루, 바 아투, 월리스푸투나제도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을 상으로, 수집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며, 

일부 주제 분야에서는 독립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 이다. 범 한 도

서, 연속간행물, 공식출 물에 을 두고, 일반 으로 그림이미지, 기타 비인쇄

자료는 제외한다. 

13.2 국립도서 의 기존 태평양 장서는 매우 강 을 가지며, 1900년  기에 시작된 

수집시기부터 이 지역에 우선순 를 두었음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는 국

립도서 의 역사 인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국립도서 의 호주 소장자료의 

기 가 되는 장서들인 에드워드 오거스트 페드릭(Edward Augustus Petherick) 장

서, 존 퍼거슨(Sir John Ferguson) 장서, 스 난키벨 경(Sir Rex Nan Kivell) 장서

는 거 한 세 개의 기  장서로 그 안에 존재하는 태평양 지역 련 자료에서 

역사 인 넓이와 깊이가 나온다. 페드릭 장서는 주로 1870년에서 1910년 사이의 

도서, 팸 릿, 필사자료, 지도자료, 그림자료 등으로 구성되고, 더 오래된 자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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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아주 희귀한 자료 일부를 포함한다. 퍼거슨 장서 내 태평양지역 자료의 

은 역사와 언어학이다. 난키벨 장서는 탐험,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의 기 역

사를 다루고 있으며, 풍부하게 선별된 필사자료, 그림자료, 요한 기지도, 인

쇄도서와 팸 릿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년간 국립도서 은 이러한 장서의 강

을 기반으로 구축해왔고, 오래된 자료와 소 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하며 정부간

행물, 지도, 신문, 인쇄도서 역시 수집해왔다. 

13.3 푸아뉴기니 출처 자료의 수집에 매우 을 두는데, 푸아뉴기니와 호주의 

역사 인 연결, 지리 인 근 성, 요한 경제원조 계 등을 부분 으로 반 한

다. 국립도서 의 푸아뉴기니 장서는 호주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기간에 해 

특히 강 이 있다. 공식 인 출 물, 지도, 인쇄도서 외에도, 국립도서 은 필사

자료, 개인문서, 그림자료 등의 범 한 소장 자료를 개발하는데, 이는 호주가 

여한 정부  통치, 탐험, 사업과 투자, 선교활동, 인류학 연구와 조사 등을 기

록한 자료이다. 푸아뉴기니가 호주에서 독립한 1975년까지, 국립도서 은 법  

납본에 의해 그 지역에서 출 된 출 물을 받아들 다. 

13.4 국립도서 의 태평양 장서의 연구 분야 강 은 태평양필사자료국과 호주공동복

제 로젝트의 마이크로필름 소장 자료를 통해 한층 강화된다. 두 로젝트 모두 

여러 국가의 수많은 공 인 기록 과 보존소, 개인장서에 소장된 호주와 태평양

에 한 연구할 만한 심 분야의 자료를 식별하고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수년

간 추구해왔다. 이러한 두 로젝트를 상으로, 국립도서 은 만들어진 모든 필

름자료의 완 한 세트를 소장하고 있다. 다른 심 상인 마이크로필름 장서는 

미크로네시아신탁통치기록 54), 서태평양고등 원회의 기록들, 독일 앙기록

(Deutsches Zentralarchiv)에 소장된 련 자료들을 포함한다. 

13.5 태평양에 한 국립도서 의 지도자료장서는 특히 1900년 이  기간에 특히 강

을 가지고 있다. 국립도서 의 필사자료 장서는 포경 항해일지, , 일기, 사

인 문서, 선교 기록 등의 요한 소장 자료를 포함한다. 

13.6 태평양 지역에서는 참고자료, 통계, 법  자료, 지리와 여행, 사회학, 사회 문제, 

정부와 일반 행정, 역사와 문화 등에 을 두고 수집을 한다. 정치, 외교 계, 

경제, 교육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 이 지역의 언어와 문학에 하여 표

으로 선정된 작물 역시 수집된다. 지역의 문화와 화제를 기록한 작물을 

수집한다. 세계 다른 곳에서 출 된 태평양과 각 태평양 국가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태평양지역환경 로그램55), 태평양공동체사무국56), 아시

54) Trust Territories of Micronesia Archives

55)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56)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이  명칭은 남태평양 원회(South Pacific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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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양경제 력기구57), 방콕에 소재한 유네스코 등과 같은 련 있는 정부간기

의 출 물을 지속 으로 수집한다. 

13.7 수집된 작물은 주로 어 는 랑스어로 되어있고, 그 지역의 언어로 된 자

료는 거의 구입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한 서구어 출 물은  세계에 걸쳐 수

집된다. 

13.8 뉴질랜드와 련된 국립도서 의 장서는 역사와 탐험, 정부간행물, 정치, 사회문

제, 경제, 통계, 교육과 문화 등에 강 을 가지고 있다. 

13.9 국립도서 은 뉴질랜드 출처 자료와 뉴질랜드에 한 자료를 범 하게 선정하

여 자료를 수집한다. 호주, 아시아와 태평양을 다루는 작물 외에도, 국립도서

은 뉴질랜드에 련된 참고자료, 뉴질랜드의 정치, 정부, 외교 계, 일반행정, 법, 

경제, 사회문제, 교육, 경 , 사서직, 출 , 뉴스매체, 술과 문화, 인류학, 지리학 

등에 한 작물을 수집한다(유럽인들이 정착한 이후의 탐험항해와 사에 

을 둔다). 뉴질랜드 출처 자료와 뉴질랜드에 한 자료의 수집은 간 수 (컨

스펙터스 수  3)이다. 그러나 뉴질랜드국립도서 이 뉴질랜드 내의 출 물과 뉴

질랜드에 한 출 물의 가장 요한 수집기 이다. 

 다른 기 과의 계 

13.10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집 분야에서, 호주국립 학과의 력은 비공식 인 정으

로 이어졌는데, 국립도서 은 호주국립 학이 수집하는 않는 여러 분야에서 

심 있는 자료의 극 인 수집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주간지와 일간지, 그 지역 내의 다양한 입법 단체의 회의록과 미크로네시아 출

처 자료를 정기 으로 공 하는 임이 포함된다. 

14. 해외 장서 : 사회과학

 수집하기

14.1 사회과학 분야의 국립도서  장서는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다. 지 은 재 자료보다 역사 인 자료에 강 이 있으며, 국립

도서  장서는 선정된 분야에서 지속 으로 개발된다. 

14.2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 작물은 범 한 일반 인 심 상인 자료로써 

57) Asia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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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  장서의 일부분으로 수집된다. 장서는 일반 인 참고 자료, 개 , 일반

인 발 에 한 설문조사, 비교연구, 분석과 측 등을 포함한다. 교육, 환경, 

공 보건 분야에 해 폭넓은 견해를 제공해 주는 작물을 수집하면서, 장서에

서는 정치  경제 분야 주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

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 등 지역의 사회과학과 련된 자료에 더 많

은 을 둔다. 

 인류학

14.3 역사 장서는 인류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요 자의 작물을 포함하며, 폭 넓은 

지리 인 지역에 걸쳐있다. 주제 분야의 주요 연속간행물과 참고 정보원은 수년

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호주 토착민, 푸아뉴기니와 태평양 지역의 종족들에 

한 높은 수 의 심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류학과 련된 장서는, 국

립도서 의 그림 장서에 소장된 부가 인 범주의 자료와 함께 개 연구 수 에 

있다. 습, 문화, 의복, 법, 민속 등과 련된 자료가 우수하게 나타나는데, 특

히 아시아와 태평양 분야에서 그러하다. 

14.4 국립도서 은 인류학, 문화, 제도에 한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1)의 수

집을 유지하는데, 호주와 그 지역에서의 연구를 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에 충

분하도록, 그 범 가 주요 흐름과 개념 발 을 포 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에 한 자료는 간 수 에서 수집된

다(컨스펙터스 수  3). 

 경제, 상업, 통신, 운송

14.5 국립도서 의 경제에 한 장서는 우수하게 개발되었으며, 주로 어로 된 작

물이다. 주요 경제 이론이 잘 표 되었고, 골드스미스-크 스 경제학 장서

(Goldsmiths'-Kress Library of Economic Literature) 같은 일부 문 장서는 기존 장

서에 역사 인 깊이를 제공해 다. 많은 주요 의 지난 호를 수집한다. 개별 

국가와 지역의 경제 상황에 한 정보는 과거에는 연구 수 으로 수집되었다.  

은행과 은행업에 한 작물도 비슷한 깊이로 수집된다. 상업, 통신, 운송 등의 

분야에서는 참고정보와 사 정보 등에 강 을 가지는 기본 장서를 수집하 다. 

14.6 국립도서 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의 

국가에 해 경제학의 재 발 , 정치와 경제, 과거 역사의 상호 계 등을 사

실 으로 기록하기 해서 그 장서를 지속 으로 개발한다. 이들 국가의 경제 상

황, 경제 정보원, 생산과 노동, 은행업, 공  융, 경제  개발 문제 등에 한 



200  외국도서  정책자료

작물을 수집한다. 

14.7 경제학  련 주제에 한 작물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련이 있을 때에는 

경제학 자료는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으로 수집된다. 그리고 련 주제에 

한 자료는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으로 수집된다. 세계 인 경제 상

황에 한 작물에 을 두는데, 특정 발 , 주제에 한 배경과 맥락 연구, 

독창 이고 권  있는 조사, 유용한 참고정보를 포함하는 세계 인 경향 개요 등

을 제공하는 자료 등에 을 둔다. 이러한 주제 분야의 특별한 강 은 세계은

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기타 정부간기구 등과의 

지속 인 납본 정에서 비롯된다. 한 캐나다, 국, 뉴질랜드, 미국 출처의 경

제 주제를 다루는 정부 간행물 덕분이다. 

 교  육

14.8 단행본 장서는 기본 장서이며 이용자에게 체 인 발 과 이론에 해 알려주

는데, 수많은 명한 고등교육기 , 주로 국과 미국의 고등교육기 의 역사에 

해 부수 으로 강 이 있다. 미국 교육자원정보센터58)의 모든 자료들에 한 

온라인 근이 유지된다. 

14.9 교육에 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수집된다. 이러한 

작물은 교육이론, 정책개발과 교육시스템 계획과 련된 면들을 다룬다. 국립

도서 은 유네스코와 같은 교육 련 정부간기구의 출 물, 미국, 캐나다, 국,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정부간행물을 수집한다. 과거 행에 따라, 

국립도서 은 교과서, 교과과정 자료들, 교사용 자료  련 자료들은 수집하지 

않는다. 

 지리학

14.10 지리학 분야에서, 국립도서 의 역사 인 연속간행물과 단행본 장서는 충분히 

방 하여, 비록 상세한 자연 , 생태  특징이 필요하진 않지만 세계 부분 국

가와 지역의 체계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서의 특수한 강 은 장서가 포

함하고 있는 국에 한 상세한 지역  설명이다. 장서는 국립도서 이 통

으로 수집해온 지리  지역에서 가장 강한데, 그 지역은 유럽, 북미, 동아시아, 

태평양 등이다. 지도 자료는 8장에서 따로 다루었다. 

14.11 지리학에 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수집된다. 국가 

58)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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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주요 지역, 도시  특별 심 지역에 한 안내서를 선정하여 수집하

며 최신 을 유지한다. 지명(地名)의 기원, 역사, 의미에 한 작물, 안내서, 서

지목록, 백과사 , 여행 정보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일부 수집활동

은 국립도서 의 지도 장서를 지원하며(8장 참조), 토지이용, 지도제작, 경제지리

학, 인문지리학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여행의 묘사와 설명은 역사자료 조항

(15.7-15-9조 참조)에 따라 선정된다. 수년간에 걸친 국립도서  행에 따라, 주

로 사진으로 구성된 작물은 일반 으로 수집하지 않는데, 그림의 내용이 외

인 가치를 가지거나 심의 상이라면 외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

시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과 련된 작물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에서 수집된다. 

 리즘과 출 업

14.12 리즘과 출 업에 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1)에서 수

집된다. 장서는 세계의 출 업, 인쇄업, 리즘의 발 과 흐름에 한 배경지

식을 제공하도록 계획된다. 출 업과 인쇄업의 역사에 한 새로운 요 작물

은 수집한다. 해외 신문은 이 장서개발정책의 18장에서 논의된다. 

 법
14.13 반 으로 장서는 일부 분야에서 부가 인 강 을 가지며, 장서 수 은 간 

수 이다. 단행본 장서 내에서 상 으로 깊이 있게 나타난 법 분야는 국제법, 

헌법, 환경법, 인권법, 법률서지 등을 포함한다. 법률 련 연속간행물 장서는 

상당한 양이다. 

14.14 례집의 일부 분야에 강 이 있는데, 특히 오래된 국 례집이 그러하다. 그 

례집은 “Early English Books, 1644-1700”으로 확 되어 온라인 형태와 마이크

로 행태로 소장되어 있다. 국립도서 은 “National Reporter” 이  명칭인 “American 

State Reports”를 소장하고 있다. 방 한 인도법 례집과 인도네시아 습법에 

한 작물로 구성된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14.15 각국의 사법 할 범 에서 나온 법령은 항상 국립도서  수집활동의 요 

상이었다. 장서는 캐나다, 뉴질랜드, 국, 미국 등 해외 법령에 특히 강 이 있

다(State Session Laws 내에 마이크로피시로 소장된 주정부 자료 포함). 아시아와 

태평양의 법령 역시 잘 나타난다. 국립도서 은 1926년부터 1946년까지 국제연

맹(League of Nations)에 등록된 모든 조약과 1947년부터 재까지의 국제연합사

무국(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에 등록된 조약 자료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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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법 분야에 한 국립도서 의 수집은 국제법, 선별된 어권 국가의 법령, 아시

아 태평양 지역 출처의 법률자료장서에 을 둔다. 국립도서 은 법률에 한 

참고 자료 역시 수집하는데, 백과사 , 조약, 법령 색인, 연속간행물 색인, 연구 

안내서 등이다. 

14.17 국제법 주제 분야에서 국립도서 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으로 수집한

다. 수집된 자료는 국제연합, 국제사법재 소59), 국제법 원회60), 국제법률가

원회61)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조약, 례집, 정, 범 한 출 물을 포함

한다. 국립도서 은 선정 기 에 근거하여, 국제법 일반 인 문서 과 연속간

행물을 수집하는데, 이를 통해 국제법 분야의 주석과 해석을 제공한다. 

14.18 국립도서 은 국가 인 수 에서 캐나다, 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법령 자

료를 수집한다. 한 이러한 국가에서의 정부간행물은 다양한 국제 정을 다루

는데, 그 약의 가맹국들이다. 

14.19 국립도서 은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푸아뉴기니 등과 련 있는 법률 

분야에서 연구 수 (컨스펙터스 수  4)으로 수집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

아시아 등의 기타 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다. 

법령, 례집, 참고정보원, 법률과 법률개정에 한 사회 인 면을 포함한 다양

한 법  주제 등을 수집한다. 

 문헌정보학 자료와 일반 인 참고자료 

14.20 국립도서 은 문헌정보학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성된 우수한 표  소장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장서는 간 수 으로, 국립도서 의 운  분야와 련 있

는 학문의 일부 분야는 연구 수 , 혹은 연구 근 수 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는 거 한 장서의 개발, 제어, 리, 보존, 그리고 참고 사의 제공  그에 따

른 자료 제공, 국가  조정 기능과 국제  력 기능, 리활동, 이러한 모든 기

능과 련된 신 인 기술 지원과 장려 등과 연 된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14.21 서지, 일반 인 백과사 식의 작물, 일반 인 조직에 한 지침 등은 다양한 

작물로 장서에 나타나 있다. 국가서지는 기증, 교환 정, 재  소  구매

를 통한 보완 등으로 구축되었다. 장서 범 는 범 하나 포 이지는 않다. 

요 출 국을 상으로는, 가능하다면 출 된 자료의 제목을 명단화한 국가  

수 의 무역출 물로 보완하 다. 국립도서 은 선별된 개별 도서 매상과 출

59)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60)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1)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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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목록 한 수집하는데, 수년 동안 수집기 으로 활동하는 분야를 상으로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립도서 의 심 범 , 도서 자

료의 수집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에 한 이해를 제공한다. 어  기타 언어로 

된 범 한 일반 백과사 은 일반 인 조직에 한 지침과 함께 소장되는데, 

국가  수 과 국제  수  자료 모두가 소장된다. 

14.22 국립도서 의 일반 인  장서는 항상 선별되어왔다. 한정된 지역 인 심

사의 출 물, 핵심내용이 오락과 여흥에 한 출 물은 일반 으로 제외된다. 

이러한 한정요소를 가지고, 장서는 일부 역사 인 깊이를 가지고 있다. 

14.23 국립도서 은 문헌정보학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서직, 도서 , 정보서비스 등의 

특수 분야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개념  체계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면에

서는 그러한 자료들은 국립도서  자체의 모든 활동  서비스와 련되어 있

다. 이 주제 분야에서의 수집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다. 주제는 장서

개발, 도서  운 에 한 기술의 응용, 자자원, 디지털화, 서지제어, 리와 

보존, 참고 사제공과 자료제공서비스, 국제  력과 국가  조정 활동, 도서  

홍보와 도서 의 기술 활용 등을 포함한다. 장서는 국국립도서 , 미국의회도

서 , 국제도서 연맹 등에서 나온 폭넓은 출 물,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사서직

에 한 출 물 등을 포함한다. 

14.24 국립도서 은 폭넓은 참고자료를 수집하는데, 호주 공동체를 해 참고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해서이다. 참고자료장서를 한 지침(Guidelines for 

the Reference Collection)은 <www.nla.gov.au/policy/refshelf_guidelines.html>에서 근할 

수 있다.

 경 (회계, 고홍보 포함)

14.25 경 이론, 인사 리, 리더십, 기획  자원 리에 한 작물은 간 수 (컨

스펙터스 수  3)에서 수집되는데, 한 기 으로서의 국립도서  자체 필요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한 개요를 제공해주기 해서이다. 회계, 고홍보는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1)에서 수집된다.

 군사학

14.26 군사학은 기본 인 정보 수 에서 나타난다. 개별 인 무력 충돌에 한 역사는 

보다 깊은 수 으로 수집된다(15.7조 참조).

14.27 군사학은 최소한의 수 (컨스펙터스 수  1)에서 수집된다. 장서는 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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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한정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분야가 정치와 역사와 련이 있기 때문이

다. 국립도서 은 군사학의 기타 부분을 상으로, 호주 쟁기념 과 호주국방

학 도서 의 방 한 장서를 복제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체육과 크리에이션

14.28 장서는 일반 으로 최소한의 수 에 있다.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일부 주제는 보

다 범 하게 수집된다. 크리켓과 낚시에 한 기  장서는 이 장서에 일부 부

가 인 강 을 제공한다. 

14.29 국립도서 은 체육과 크리에이션에 하여 한정 으로 선정된 자료를 수집(컨

스펙터스 수  1)하는데, 국제 인 추세와 련 정책 논의에 해서 알리기 

한 것이다. 일부 작물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문화에 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올림픽경기와 같은 국제 인 스포츠 행사에 한 호주의 참여를 보여

주기 해 수집된다. 호주스포츠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Sport)와 같은 문 

기 은 체육과 련하여 국가 인 도서  체계 내에서 보다 요한 역할을 하

고, 크리에이션에 한 출 물은 공공도서 이 폭넓게 수집한다.

 정치학

14.30 이 주제 역의 국립도서  소장 자료는 연구 수 으로 개발되었는데, 정부, 일

반행정, 수많은 정부 기 (특히 국)의 출 물과 기록물, 정당, 이익단체와 정

치 으로 활발한 개인 등에 해 특별히 강 이 있다. 국립도서 은 주로 마이

크로형태로, 역사 으로 다양한 기간동안 좌 와 우 의 정치 인 운동을 통해 

발행된, 진 인 텍스트, 팸 릿, 련 문헌 등의 상당한 장서를 수집해왔다. 

장서는 강력한 재단행본  소 단행본 장서를 포함하며, 국제 인 신문과 연

속간행물의 폭넓은 선정으로 지원받는다. 출 자료, 마이크로자료, 자자료 형

태 등 다양한 종류의 요 정보원과 의회의 논쟁과 국제 인 회의의 심의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 자료들은 이 장서의 핵심을 보완한다. 역사로 분류되는 자료

가 추가 인 깊이를 제공한다(15.7-15.9조 참조).

14.31 정치학 분야는 세계 다른 지역의 정치와 정치 상황에 한 작물을 선별 으

로 수집하는데,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수집된다. 재 사건, 정

치이론에 한 작물, 국제 계, 외교, 시민권  정치  권리, 요 정치운동

과 추세 등에 추가 으로 강 을 부여한다. 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출처

의 정부간행물은 자주 정책  문제를 다루며, 이 간행물을 통해 이 분야에 한 

재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도서 의 능력이 강력해진다. 국립도서 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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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장서는 세계  행사의 재를 다루고  소 하여도 다룬다. 요한 정치

  외교  인물의 일 기는 수집한다.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푸아뉴

기니에서의 작물은 연구수 (컨스펙터스 수  4)으로 수집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으로 유지된다.

 심리학

14.32 국립도서 은 심리학에 한 작물을 최소한의 수 (컨스펙터스 수  1)으로 

수집한다. 작물을 한정 으로 선별하여 수집하는데, 이 학문 분야의 재 추

세에 한 개요를 제공하기 해서이다. 인간 계, 인간발 , 커뮤니 이션 등과 

같은 응용 심리학 분야에서 일부 작물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일반 인 

사회 , 문화  경  논의 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일반 행정

14.33 강력한 단행본 장서와, 정부  일반 행정에 해 범 하게 선정된 연속간행

물 장서는 이 주제 분야에서 국립도서  장서의 핵심을 형성한다. 다양한 주요 

정보원과 역사 분야로 분류된 련 장서는 국립도서  장서에서 연구 수 이다. 

14.34 일반 행정에 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수집된다. 

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푸아뉴기니, 태

평양 지역의 국가 출처의 련 있는 정부간행물과 일반 행정에 한 일반 인 

작물 역시 수집된다. 

 사회학

14.35 사회학에 한 강력한 장서는 간 수 으로 개발되어왔다. 이 장서는 다양한 

 발 을 반 하는 출 물과 이 분야의 고 인 작물을 함께 포함한다. 

이 장서는 특히 사회 문제, 사회 정책, 복지 서비스를 다루는 자료에 해 강

을 가진다.

14.36 국립도서 은 사회학에 한 작물을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으로 

수집한다. 자료는 사회 문제, 사회 정책, 사회 개 , 사회 복지, 범죄학  형벌

학, 가족, 결혼, 성(性), 공동체, 계층, 인종과 사회 인 그룹 등의 분야에서 수집

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부가된 강 은 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의 정부간행

물을 수집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련 있는 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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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수집한다.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푸아뉴기니 출처의 작물은 

연구수 (컨스펙터스 수  4)으로 수집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의 다

른 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이다. 

통계학

14.37 국립도서 은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왔는데, 공식 통계, 인구조사결과, 국

가기 과 국제기구의 재정정보와 상품정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인구통계 

데이터와 국가경제계획 자료의 소 구매, 마이크로피시세트 수집 등을 통해서 

역사 인 깊이가 발 하여왔다. 오래 동안 연속 으로 발행된 정부간행물, 연감 

등의 많은 부분은 장서의 뛰어난 특징이다. 

14.38 해외의 통계 정보원 자료는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수집된다. 이

는 지침, 서지, 상당한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 장서는 연감, 선정된 국가의 인

구조사데이터, 경제  기타 통계에 한 월간 편집물, 일반 , 사회 , 인구통

계 , 경제  데이터의 범주뿐만 아니라 출 물의 목록과 명단까지 포함하려 한

다. 캐나다, 국, 뉴질랜드, 미국에서 방 한 통계자료 장서(컨스펙터스 수  3)

를 수집한다.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푸아뉴기니 출처의 작물은 연구 

수 (컨스펙터스 수  4)에서 수집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의 다른 지

역에서의 수집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에서 유지된다. 국제연합, 경

제 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유럽 원회(EC) 등과 같은 정부간기구를 통해 

비교통계정보를 수집한다.

15. 해외 장서 : 인문과학

 수집하기

15.1 인문과학 분야의 국립도서  장서는 일부 주제 분야에서 심층 인 연구를 지원

하는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다. 장서는 일반 인 참고자료, 요 경향의 개요 

 개념  발 , 요한 기 작물, 국제 인 비교연구와 측 등(컨스펙터스 

수  1)을 포함한다. 인문과학과 련된 사회 문화  논의는 특별한 심 상이

다. 이는 사회  상황을 묘사하고 논평하는 수단인 인문과학과 그에 한 주정부 

지원  공 , 사  지원, 인문과학의 발 과 행에 향을 미치는 추세와 상황

을 설명한 작물 등을 포함한다. 

15.2 인문과학의 모든 면에 한 일반 인 작물은 범 하고 일반 인 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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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써 국립도서  장서에 포함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

드. 푸아뉴기니, 태평양 등을 상으로는 인문과학과 련된 자료에 좀 더 

을 둔다.

 술과 건축학

15.3 시각 술에 한 국립도서  장서는 역사 , 지리 으로 폭넓은 범 를 가진 기

본 인 일반 장서이다. 이는 19세기와 20세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을 

둔다. 범 하면서 다양한 역사 , 지리  주제를 다루는 건축학 분야의 기본 

장서가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장서는 많은 뛰어난 건축가의 삶과 작업을 실제로 

보여주는 출 물과 훌륭한 개인  업 들에 한 설명을 포함한다. 

15.4 술  건축과 련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1)으로 수집된

다. 술  건축, 문화사회  발 과 그 계에 한 참고정보원과 작물을 수

집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 인 건축과 술 형태에 일부 부가 인 

을 둔다. 호주국립미술 , 수많은 학도서 , 문고등교육기 , 다양한 주립미

술 의 도서  등은 술과 건축 분야에서 더욱 범 하게 수집하는데, 개별 

술가와 운동에 한 작물을 포함한다. 박물 학 분야는 기본 인 수 (컨스펙

터스 수  2)으로 수집하는데, 우선 첫째로 국립도서  자체 보존 로그램과 

시 활동을 지원하기 해서이다. 

 기(傳記)

15.5 요 작가들의 범 한 기 인 편집물과 기는 부분의 주제 분야에서 소

장한다. 국립도서 은 모든 주제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기를 수집하는데,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 한 기  정보의 편집물을 함께 수집한다. 

15.6 일 기  자료는 해당 주제나 학문 자체가 다루어지는 수 으로 수집된다. 참고 

작물은 국내 인 범 뿐만 아니라 국제 인 범 까지 다루기 하여 수집된다. 

그리고 연구 수 으로 수집되는 주제나 학문 분야는 지역에 따라 수집될 수 있다. 

 역  사

15.7 국립도서 은 모든 국가들의 정치사에 한 작물을 깊이 있게 수집하고자 한

다. 기존 장서는 그러한 목 을 부분 으로 실 하 다. 국립도서 은 많은 국가

들의 역사를 다루는 강력한 기  장서를 개발하여 왔다. 세계 일부 지역, 특히 

국, 미국,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 등을 상으로 장서는 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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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되었다. 랑스 명과 그 이후, 세계 과 베트남 쟁 등을 포함한 

혼란과 충돌의 시기가 장서에 잘 나타나있다. 연속간행물 장서는 폭넓게 선정한  

역사 인 간행물을 포함하도록 개발한다. 마이크로형태와 자 연구 장서는 강

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 하여 수집한다. 호주와 국이 역사 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 을 인식하여, 국을 상으로 한 가계(家系)연구정보원이 장서에 잘 

나타나있다. 

15.8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역사(15.9조 참조)와는 별도로, 이러한 주제는 재 더욱 선

별 으로 수집된다. 국립도서 은 역사 주제 분야에서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작물은 철학과 역사이론, 세계 인 동향의 설명, 

사회 , 문화 , 정치  행사와 논의에 한 설명 등을 다룬다. 18세기 후반, 19

세기와 20세기의 역사에 우선 순 를 두는데, 특히 호주 내부에서 일어났거나 호

주와 련된 경향과 행사에 한 내용에 그러하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국립도서 은 의견을 달리하는 해석과 이 나타나는 것을 보장한다. 국립도서

은 일반 인 역사 연속간행물과  사건에 한 리뷰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데, 재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이다. 한정된 범주의 가계(家系)정보원은 

성명과 그 기원, 족보학과 문장학(紋章學)에 한 참고 도구, 명령서, 훈장, 기

(旗), 비문(碑文) 등에 한 정보 형태로 수집된다. 최근 다양한 족보단체에서 

문 인 족보 장서를 개발하는 것은 이 주제 분야의 정보원이 호주 역에서 폭

넓게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9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태평양에 한 국립도

서 의 상당한 역사장서는 지속 으로 개발되어 왔다.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

아, 푸아뉴기니 출처의 작물은 연구 수 (컨스펙터스 수  4)으로 수집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수집은 간 수 (컨스펙터스 

수  3)으로 수집된다. 국립도서 은  시 (특히 19세기 반 이후)에 수집 

을 두며, 보다 기 시 에 한 작물은 기본 인 수 (컨스펙터스 수  2)

으로 수집한다. 범 는 국가 인 수 에서 지역 인 수 까지 다루며, 푸아뉴

기니, 태평양의 경우는 지역 인 수 까지 다룬다. 태평양필사자료사무국의 마이

크로필름 자료는 지속 으로 수집한다. 

 언어와 언어학

15.10 장서는 한 언어가 어인 요 2개국어사 , 다국어 사 , 단일어 사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요 언어를 한 문용어사  등을 포함한다. 국립도서 의 가

장 강력한 소장 자료는 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의 언어와 련되어 있다. 이

러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형태로 소장된 필사자료로 뒷받침된다. 이 분야와 지



호주국립도서  장서개발정책  209

역에 한 학문의 부분이 호주가 그 기반이므로, 국립도서 의 호주 소장 자

료에 한 정보원은 이 주제 역에서 부가 인 강 을 가진다. 동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의 언어학 분야에 다소 깊이가 있으며, 어학에 강 이 있다. 나머지 

장서는 우수한 기  장서로 간주된다. 

15.11 언어  언어학에 한 자료들은 주로 그 참고 인 가치 때문에 수집된다. 재

의 언어 사 들은 참조 장서의 일부로서 수집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언어

와 언어학에 한 자료는 다소 집 으로 수집된다(컨스펙터스 수  2).

 문  학 

15.12 장서는 출처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국립도서 은 고  그리스와 라틴의 

고 이 풍부하다. 국(1801년 이 ), 미국(1820년 이 ), 캐나다(1990년 이 )의 

기 문학 분야는 연구 수 의 장서로 간주되는데, 요 작가들의 다양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완 한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강력한 마이크로형

태 소장 자료에 의해 보완된다. 이러한 국가 출신의 20세기 작가들을 상으로

는 장서가 균질하지 않다. 의 심오한 소설, 드라마, 시는 단지 선별하여 

표 인 사례들만 소장한다. 유사하게 서유럽의 언어들로 된 요한 문학작품과 

러시아어 작물 장서는 기 작물에는 강 이 있고, 후기 작물은 균질하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아시아 언어, 특히 동아시아어로 된 자료들은 

매우 강 을 가진다. 그러나 부분 기타 언어들을 상으로는, 소장 자료가 최

소한의 수 으로, 비록 한 자의 모든 작물  일부 학술 인 을 포함하더

라도 최소한의 수 이다.

15.13 어로 된 문학 작물은 원본 는 번역본 모두 표 으로 선정하여 수집하

는데, 문학  가치와 그 사회문화  논의 때문에 선정된 동시  자가 쓴 산

문, 시, 드라마 등을 선별한다. 독창 이고 요한 문화 인 연구 논문은 배경지

식 는 국립도서 이 유지하는 주제 역을 이해하기 한 문맥상의 자료로서 

수집될 수 있다. 주요 기문학, 선정된 문학 비평, 연속간행물 역시 수집한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하여 기  장서(컨스펙터스 수  2)로 유지된다. 이러한 

국가들의  문학과 련된 문학 비평 작물을 선별하여 수집한다.

 공연 술

15.14 공연 술에 한 국립도서  장서는 균질하지 않으며 가장 우수한 때에도 최소

한의 수 에서 개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 작물을 소장하고 

있고, 발 를 포함한 연극과 무용과 같이 상 인 강 을 가진 일부 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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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 화산업과 련된 인쇄 작물은 간수 으로 수집되어왔다. 국립도

서 의 아시아 태평양 장서와 련하여, 일본 통 연극 형태와 같은 약간의 

문화된 역이 있다. 이 장서를 통해 독립 인 연구가 가능하다. 

15.15 화, TV, 라디오, 연극, 무용, 기타 공연 표 물 등에 한 표  작물은 

이러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의 기와 함께 선별 기 에 근거하여 수집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 인 공연 술 형태에 부가 인 을 둔다. 

 철  학 

15.16 장서는 충분한 강 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학의 다양한 국면, 특히 19세기와 20

세기 의 미 사상(思想) 분야에서 일 된 독립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학술 단체의 기  수  혹은 문  수 인 국내 과 출 물로 된 장서는 

동시 의 사상과 발 을 폭넓게 보여 다. 

15.17 철학에 한 일반 인 작물은 최소한의 수 (컨스펙터스 수  1)으로 보다 선

별 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자료는 철학의 특수한 학 , 윤리학, 사회철학, 철학

의 일반 인 발 에 한 작물을 포함한다. 

 종  교

15.18 장서는 종교 사상과 역사의 많은 분야에서 일 된 독립 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 으로 개발되어 왔다. 폭 넓고 표 인 성서 장서는 구텐베르크 성서

의 원본 그 로의 복제본부터 다양한 언어로 된  번역본까지 포 하고 있

다. 이 장서는 일련의 학술  주석서를 통해 보완된다. 기 그리스도교 교부(敎父) 

자료와 주석,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선교활동 기록물, 요 종교 인 

인물, 혹은 별로 요하지 않은 인물들의 문서 등을 통해 기독교에 한 장서가 강

을 가진다. 신앙 텍스트와 복음주의  문서는 장서에 다소 덜 나타나 있다. 기타 

세계의 종교를 상으로는, 기 인 텍스트가 다양한 원어 과 번역 으로 수집된

다. 힌두교, 불교(호주불교도서 의 수집으로 수년 에 자료가 풍부해졌음), 이슬람

교,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 등은 장서에 잘 나타나있다. 

15.19 종교에 한 일반 인 작물은 한 최소한의 수 (컨스펙터스 수  1)으로 선

별하여 수집된다. 수집된 자료는 신앙체계, 세계의 종교, 비교 종교, 종교의 일

반 인 발 , 종교사회학 등에 한 작물을 포함하는데, 국립도서 의 기존 

장서에 한 문맥 인 작물 혹은 배경지식으로서 유용하다. 선교활동의 설명

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과 련된 장서는 더 높은 수 (컨스펙터스 수  2)으

로 지속 으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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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 장서 : 과학

 수  집

16.1 과학 장서를 심층 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립도서 의 목 이  아니었다. 일

반 인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역사는 이 장서에 잘 나타나있다. 국립도서 은 

부분 과학 역에서 기본 인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수집하며, 소수의 

부가 인 강  분야를 구축했다. 1970년 에는 생명과학 분야가 강력하게 개발되

었다. 기타 호주 학술교육기 에서 과학  의학 장서가 개발, 확장되었고, 이러

한 주제 분야에서 국립도서 이 범 한 장서를 유지하려는 요구는 어들었다. 

16.2 공학  기술 분야의 강 은 연속간행물의 범 한 소 자료로 된 장서, 미국, 

국, 독일, 일본 출처의 공식 인 표 규범 장서, 19세기 국 특허의 요약본 장

서, 수많은 선도 인 문 조직의 출 물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과학은 기본

인 수 으로 수집되었다. 

16.3 농업 장서는 기본 인 정보 수 으로 개발되었는데, 요 자료, 선도 인 연속간

행물, 요 해외회의 자료집 등의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농업 법규와 유엔식량농업기구62)와 같은 기구와의 납본 정 등에 의해 교환

으로 개발되었다. 

16.4 지구과학분야는 기본 인 수 으로 수집되었으나 다양한 정부 행기   학술

단체와의 납본  교환 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인해 다소 깊이를 가지게 되

었다. 

16.5 화학, 수학, 물리과학 장서는 과학 분야 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개발되었다. 장

서는 기  수학분야에서 일부 강 이 있는데, 이는 논리 는 일반철학에 한 

기 작물을 보완한다. 그러나 장서를 최소한의 수  이상으로 확장하지는 않

는다. 화학과 물리 분야에서 국립도서 은 소규모 장서를 구축하 는데, 요한 

기술  발 과 신흥 사회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 등에 집 한 분야를 체 으

로 살펴볼 수 있다.

16.6 재의 정책은 모든 과학 주제와 련된 작물을 충분한 깊이로 수집하는 것이

다. 이는 과학이 문화, 정책개발, 과학 분야의 사회윤리에 한 공 인 논의 등과 

련이 있기 때문에, 과학 원리와 발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 를 제공하기 

해서이다. 

6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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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국립도서 은 요 작가들의 작물, 요한 재 문제에 한 학술발표자료를 

수집하고, 뿐만 아니라 기본 인 연속간행물과 권  있는 개 자료로 구성된 장

서도 수집한다. 뛰어난 인물의 삶을 다루는 역사 기 인 작물, 개별 학문이

나 요한 과학기술 분과의 역사 등은 지속 으로 수집한다. 주제는 환경, 에

지, 공 보건, 보존, 토지이용, 자동화, 통신 등을 포함한다. 앞에서 언 한 마지

막 두 분야에서, 학술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련된 자료에 특별한 을 둔

다. 요한 참고 작물인 최신 조사 자료, 선정기 에 근거한 일반 인 심

상인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등을 수집한다. 학원 연구의 지원을 해 필요한 자

료와 같은 고등기술연구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국립도서 은 국제표 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출 한 표 규범을 지속 으로 수

집한다.

17. 해외정부간행물과 국제기구

 수집하기

○ 정부간행물

17.1 1994년 이 , 국립도서 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해외정부간행물을 입수했다. 

결과 으로, 국립도서 은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랑

스, 벨기에, 유럽의 기타 요 국가의 우수한 정부간행물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의 정부간행물 장서는 고등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 까지 개발하 다. 기타 국가 출처의 정부간행물 장서는 강 의 차이가 있는

데, 교환  구매 정의 신뢰성, 자료의 입수가능성 등에 달려있다. 말 이시아,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기타 국가들의 정부간행물은 장서에 그리 강력하게 나타

나 있지 않은데, 외 으로 식민 기간의 자료는 잘 다루고 있다. 국립도서 에 

있는 남아시아와 태평양 출처의 장서는 비록 식민 시 에 해서 강 을 가지고 

있지만 균질하지는 않다.

17.2 국립도서 은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처의 범

한 정부간행물을 지속 으로 수집한다. 을 두는 분야는 의회의 진행자료 

 문서, 법령, 통계, 공공정책, 심 상이 되는 호주 공공정책에 한 재 논

의 등을 포함한다. 국립도서 은 국가  수 으로 정부간행물의 수집에 집 하

며, 우선 순 를 두는 분야에서는 하  국가 인 수 으로 수집한다. 국립도서

이 납본 는 교환 정보다는 구매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려고 한다면, 장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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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앞 부분에서 설명한 주제 기 을 충족하는 출 물에 우선 순 를 둔다. 

○ 정부간 기구

17.3 국립도서 은 정부간 기구의 출 물을 상당히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유엔과 그 

보조 기 , 를 들면 아시아개발은행, 식량농업기구, 이 의 세 무역에 한일

반 정63), 세계무역기구, 국제사법재 소,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등이다. 이러한 

출 물은 폭넓은 주제, 를 들면, 국제 계, 인권, 무역, 환경오염, 난민과 국제 

안보 등을 다룬다. 국립도서 은 비(非)유엔기구와 한 납본  교환 정을 맺

고 있는데, 동남아국가연합64),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체65), 유럽회의66), 경제 력

개발기구67), 태평양공동체사무국68), 태평양지역환경 로그램69) 등이다. 국립도서

은 1919년에서 1946년까지 국제연맹의 출 물과 그 이용을 한 색인을 소장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립도서 은 1920년에서 1946년까지 국제연맹에 등록된 

모든 조약과 그 후에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 조약들의 완 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 이 재 출 물을 입수하는 국제기구의 목록 일부는 국립도서  

웹사이트 <www.nla.gov.au/collect/interorg.html>에서 이용가능하다. 

17.4 국립도서 은 호주가 회원국인 정부간기구 출처의 자료, 는 호주, 아시아, 태평

양 지역과 련된 주제를 다루는 자료들을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이러한 기구

들의 모든 출 물을 수집하지는 않는데,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설명한 주제 기

을 충족하는 호주의 심 상이 되는 재 공공정책 문제와 련된 자료는 우선 

순 를 두고 수집한다. 국립도서 이 재 출 물을 입수하는 정부간기구의 목록 

일부는 국립도서  웹사이트 <www.nla.gov.au/collect/govcoll.html>에서 이용가능하다. 

○ 국제 인 비정부기구

17.5 국립도서 은 많은 비정부기구의 출 물을 수집하 지만, 소장 자료는 장서에서 

균질하지 않다.

17.6 비정부기구가 출 한 호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련된 주제를 다루는 작물

은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이러한 기구들의 모든 출 물을 수집하지는 않으나,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설명한 주제 기 을 충족하면서, 호주가 심을 가지는 

63)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64)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65)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66) Council of Europe

6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68)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69)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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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공정책 문제와 련된 자료는 우선 순 를 두고 수집한다. 

18. 해외 신문

 수집하기

18.1 국립도서 의 해외신문장서는 호주에서 가장 거 하다. 이러한 장서는 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르 몽드(Le monde) 등와 같은 주요 국지과 국제 인 

신문,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Otago Daily Times)70)같이 좀 더 지역 인 심을 가

진 소수의 신문들, 유 인 클로니클(Jewish Chronicle), 유 티(Unity, (Auckland)) 

등과 같은 특정한 정치  이나 주제를 가진 신문들을 폭넓게 선정하여 구성

된다. 장서는 세계 많은 국가 출처의 신문 자료를 포함한다. 어신문이 입수가

능하다면, 그 자료를 구입하 지만, 부분 자료는 자국어로 되어 있다. 장서는 

더 타임즈(The Times, 런던), 맨체스터 가디언(Manchester Guardian),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샌 란시스코 클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등과 같은 많

은 신문의 소 자료를 포함한다. 색인이 주제 근을 지원해 다면, 이 역시 수

집하 다. 장서는 한 거 한 신문 마이크로 형태 장서를 포함하는데, 기 국

신문(Early English Newspapers)장서, 1760-1922년 언론을 통해 본 아일랜드의 정

치와 사회(Ireland: Politics and Society through the Press 1760-1922)장서 등이다.

18.2 아시아 지역의 신문 장서는 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만, 태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나온 폭넓은 범

의 신문 자료를 통해 강 을 가진다. 일부 오래된 신문의 소 자료도 수집한

다. 태평양 지역 출처의 주요 신문을 소장하고 있다. 많은 신문이 논쟁 에 해 

국가 인 견해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신문들은 련된 지역에 한 유일한 정보

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 콘텐츠이기 때문에 선별된다. 

18.3 해외신문장서를 정기 으로 조사하는데, 이는 균형성, 최신성, 국립도서 의 재 수

집정책에 한 부합성을 보장하기 해서이다. 이 조사는 한 다른 호주 도서 들의 

정책에 따른 소장 자료와 장기보유를 고려한다. 270여 종의 신문 장서는 상당히 세계

인 범 를 가지며, 국립도서 은 이 수 으로 수집하는 것을 유지한다. 자주 이용

되는 신문은 항공으로 수집한다. 모든 신문 자료는 장기 보유 계획으로 수집되며, 만

약 국립도서 이 자 자료에 속 인 근을 제공할 수 없다면, 국립도서 이 장기 

보유를 해 선호하는 마이크로형태 자료로 수집된다. 수집한 신문자료 외에도, 국립

70) 뉴질랜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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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은 신문데이터베이스 <www.nla.gov.au/pathways/jnls/newsite/view/1372.html>를 통

해 90,000개의 뉴스 정보원 출처의 기사에 근을 제공한다. 

18.4 국립도서 은 어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국어로 된 신문자

료를 폭넓게 선별하여 지속 으로 수집한다. 국립도서 은 남아시아 출처의 어

로 되어 있는 주요 신문을 선별하여 지속 으로 수집한다. 북미와 유럽 지역을 

상으로는, 국립도서 은 더 은 수의 세계 인 신문사 장서를 수집하며, 이는 

질, 주제, 연구가치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신문자료들은 어로 되어 있거나 그 

국가의 자국어로 되어있다. 한 종 이상의 신문을 수집하는 국가 상으로는 국립

도서 은 서로 다른 정치  견해를 표 하려고 노력한다. 

18.5 국립도서 이 재 수집하는 해외신문자료의 목록은 <www.nla.gov.au/collect/osnews.html>

을 참고한다. 

19. 희귀본

 수집하기

19.1 국립도서 의 희귀본 장서는 해외 작물(아시아의 문자와 태평양섬 언어로 된 

자료 제외)로 구성되며 주로 단행본과 팸 릿 형태로 된 재 75,000건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장서는 하나의 특정 주제에 집 되지 않으며, 문학, 경제, 정치, 

과학, 신학, 농업, 언어 등을 포함하는 범 한 주제를 포 한다. 수년 간에 걸

쳐 기  장서를 구입한 결과 많은 강 을 가지고 있다. 17세기  18세기 어

문학, 18세기  19세기 국의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랑스 명과 련된 

그 당시의 자료, 18세기  19세기 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희곡, 17세기  

18세기의 종교 인 역사와 신학, 어학, 활 인쇄술, 소활자인쇄 등에 특히 강

이 있다. Early English Books, Eighteenth Century Collections Online, Early 

American Imprint 등 세 개의 요 자장서는 희귀본 장서의 유용성을 확장하고 

강화한다. 국립도서 이 구입한 이러한 장서는 1475년부터 1800년까지 어로 출

된 거의 종합 인 기록을 제공한다. 한 1801년 이 에 인쇄된 어 도서, 

1701년 이 에 인쇄된 랑스 도서, 1601년 이 에 인쇄된 독일 도서, 1601년 이

에 인쇄된 이탈리아 도서, 1801년 이 에 인쇄된 러시아 도서 등에 근을 제

공하는 수많은 마이크로형태 장서가 있다. 나아가서 랑스 명에 한 마이크

로 정보원, 국의 정치  경제  역사, 과학사에 있어 획기 인 작물들이 장

서를 보완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쇄본, 원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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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복제 , 의 주석 , 역사, 서지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보충된다. 

19.2 국립도서 은 거 한 희귀본 소장자료의 통합성을 지속 으로 유지한다. 국립도

서 은 개별 인 기 에 따라 구입이나 기증을 모두를 통한 자료 수집을 고려하

는데, 이를 통해 장서 내의 결함을 채우거나 그 지 않으면 재 장서가 가지고 

있는 강  분야에 요한 기여를 한다. 국립도서 은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화 

형태의 고인쇄도서 세트를 지속 으로 선별하여 수집한다. 

 희귀본 장서의 자료 포함 기

19.3 호주국립도서 에서는 도서가 다음과 같은 범주  하나 이상에 부합하면 희귀

본 장서로 분류한다.

 1801년 이 에 출 된 모든 단행본과 1801년에서 1850년 사이에 출 한 선별된 

단행본을 포함하여, 기에 인쇄되어 가치가 있는 도서, 1801년 이 에 폐간되거

나 혹은 국립도서 이 소장을 지한 연속간행물, 1820년까지 출 한 미합 국 

창기 15개주의 인쇄물, 1865년까지 발행된 미국남북 쟁 말기까지의 미연방정

부의 보고서, 1900년 혹은 미연방정부의 마지막 토가 존재하던 연도 에 이

른 연도까지 출 된 다른 모든 보고서 등 

 보통 500부 이하인 한정 을 포함하여, 유일하거나 체할 수 없기 때문에 희귀

한 도서, 내용 때문에 가치 있는 작물, 개인인쇄소 도서, 자, 삽화가, 인쇄업

자가 서명한 요한 작물과 한때 자가 소장하고 서명했던 도서들, 요한 

본, 표 과 비 을 포함한 특수 주석  

 소활자본, 삽화, 제본, 특수인쇄도서 등을 포함한 미 으로 요한 도서

 요한 필사자료가 있거나 다른 자료가 끼워진 도서

 희귀본과 비희귀본을 모두 포함한 특수 장서로, 특정 목 을 충족하기 해 함

께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서

 높은 인 가치를 가진 서

 요한 도서를 고도의 질  수 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한 도서

【출  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www.nla.gov.au/policy/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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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서관연맹/유네스코 디지털도서관 선언(안)

- 정보격차해소 : 만인을 한 세계의 문화과학유산 근 -

IFLA/UNESCO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draft]

Bridging the Digital Divide :

making the world's cultural and scientific heritage accessible to all

※ 이 (안)은 2008 퀘벡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프로그램 중 IFLA/UNESCO 세계디지털도

서관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이 운영한 94. Working Group on Digital Libraries 발표회에서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발표할 때 배포한 유인물 중 동 가이드라인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그 

기초를 이루는 선언부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선언문은 2006년에 채택된 내용을 수정한 것

으로 IFLA 이사회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된 상태이다.

1. 디지털 격차는 정보격차이다.

정보격차해소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1)를 달성하기 한 핵심 요소이다. 정보에 한 

근과 커뮤니 이션 수단은 문화와 경제의 발  못지않게 건강과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의 보 은 시민들로 하여  평생학습과 교육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세계의 성과에 

한 정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의 발 에 건설 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인류의 문화과학유산에 한 평등한 근은 지 의 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 를 

1)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은 2000년 9월 열린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세

계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재의 반 수 으로 낮추기 한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언했다. 이는 국

제평화, 안보  개발과 빈곤퇴치, 환경보호, 아 리카 개발, 유엔의 역할과 기능강화 등을 담은 인류의 

새로운 결의인 새천년 선언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해 8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UN 새천년 개발

목표는 8개로 다음과 같다. 1.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단 , 2. 등교육의무화 달성, 3.양성평등 진과 여

성능력 고양, 4.아동사망률 감소, 5.모자보건 향상, 6.에이즈, 말라리아  기타질병퇴치, 7.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8.개발을 한 로벌 트 십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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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이의 권리이며 세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장려한다. 

도서 은 평화와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핵심 기 이다. 디지털도서 은 지리와 사

회  경계를 넘어서서 문화를 연결하면서 보편 인 지식과 정보를 개방한다. 디지털도서

의 구축자로서 한 운 자로서의 환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지원

한다. 이는 문해능력 개인의 발   사회경제  변화를 해 필요한 과학  지식에 한 

기  토 를 제공한다. 

국제도서 연맹(IFLA)과 유네스코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2)에서 합의한 책임 정신(spirit 

of the commitments)에 입각하여 지역정부와 앙정부, 국제기구가 디지털도서 의 발 을 

지원하고 극 으로 여하기를 장려한다. 

2. 디지털도서

디지털도서 은 질  수 이 보장된 디지털 객체의 온라인 장서이다. 디지털도서 은 

온라인 장서를 국제 으로 인정받는 장서개발 원칙에 따라 구축․수집․ 리하며, 일 성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근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원을 검색하고 활용하기 해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도서 은 디지털 장서에 한 근을 제공하기 해 신기술을 용하는 도서  

서비스의  필요 부분이다. 디지털도서  내의 장서는 특정 집단이나 여러 집단이 이용

하기 쉽고 경제 인 방식으로 구축, 리, 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도서 은 정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디지털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 

공공도서 과 연구도서 이 서로 력하기 한 장치를 제공한다. 디지털도서 의 모든 

력 기 의 시스템은 상호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도서 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존하기 한 디지털 아카이  개발 사업을 보완해

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도서 은 문화  과학 유산의 보존과 그 유산에 한 근성 

향상을 돕는다. 

2)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SIS) : 유엔 산하기 , 각국 정부,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

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정보사회에 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12월

과 2005년 11월에 각각 개최되었다. WSIS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 으로는 국제정보격차해소, 인터넷 

거버 스, 정보화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표 의 자유  민주주의 이상실 과 개인 라이버시 

보호,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수용, 공개 소스S/W 보   지 재산권 보호, ICT 인 라와 비용, 평등한 

속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2차 WSIS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 리  스팸, 사이버 보안, 자국어 인

터넷 사용 등의 인터넷 공공정책을 포함하는 인터넷 거버 스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

히 미국이 독 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터넷 리 통제권에 해 국, 라질, 이란  개발도상국들

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통제권에 한 쟁탈 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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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명과 목표

디지털도서 은 구조화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이 아닌 정보 

모두에 하여 직 인 근을 제공하고, 그 게 함으로써 의 도서  사에서 정보

기술과 교육, 문화를 연결하는 데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사명을 다하기 해 다음과 같

은 목표를 추구한다. 

 문화  과학 유산의 디지털화, 그에 한 근, 보존을 지원한다. 

 지 재산권을 존 하면서, 모든 이용자가 도서 이 수집한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근을 제공한다. 

 개방형 표 과 근을 진하기 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디지털도서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통 표 과 우수실무사례를 장려하는 도서  정보서비스의 추역할을 지원한다. 

 디지털 자료에 한 구 인 근이 긴 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으킨다. 

 디지털도서 을 고속의 연구개발네트워크에 연결한다.

 통신 매체의 증가하는 컨버젼스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 하는 기 의 역

할을 활용한다. 

4. 콘텐츠의 생산, 근, 보존 

디지털도서  구축에는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여러 국가들이 국가 인 디지털

화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국제도서 연맹과 유네스코는 국가 인 디

지털화 략과 단일 도서  는 트 십 사업 모두를 강력하게 지원한다. 한 디지털화

는 원자료와 매체의 질이 하되는 경우에 보존역할을 한다. 

개별 도서 에서, 디지털도서 은 데이터, 정보, 지식의 생산, 보 , 이용, 보존에 이르는 

체의 생명주기를 지원하여 장서, 서비스, 사람들을 함께 묶는 환경으로 서비스한다. 

상호운용성과 지속가능성은 서로 소통을 한 디지털도서 의 비 에 있어 핵심이다. 

일반 으로 동의된 개방형 표 과 약을 따르는 디지털도서 은 세계 인 지식 보 을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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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언 실행

국제도서 연맹과 유네스코는 각국의 정부, 정부간기구, 후원자 등이 디지털도서 의 

략 인 요함을 인식하고 극 으로 디지털도서 을 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는 

것을 장려한다. 규모 디지털화 로그램에 기여하는 일은, 문화  과학 정보의 더 범

한 입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국가   국제  디지털도서

 사업을 발 시킨다. 

특정 법안과 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음 세 를 

한 근을 보장하기 해 필수 이다. 모든 장기 략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문해, 

문화의 발 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과학  문화 유산 정보에 한 근 제공하려는 목

을 가져야 한다. 

국제도서 연맹과 유네스코는 도서 이 기타 문화  과학 유산 기 들과 력하도록 

장려하여 교육, 연구, , 창의 인 산업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제

공하고자 한다. 과학  문화 정보에 한 근은 우리 세 와 미래의 세 를 해 지속가

능해야만 한다. 

이해 계자와 상의를 하는 것은 필수 이다. 디지털도서 의 설계자와 실행인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해당 공동체와 그들의 권리와 염원이 존 받

도록 하기 해 으로 상의해야만 한다. 

한 디지털도서 의 실행은 시각 장애가 있거나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요

구들을 충족하여 정보에 한 평등한 근을 지원해야만 한다. 국가 이거나 지역  수

과 같이 어떠한 수 의 디지털도서 을 계획하더라도 다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당국은 인

식하여야만 한다.

 훈련된 직원

 합한 건물 

 도서 과 기록 을 한 통합된 계획

 재정지원

 목표 설정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 권고한 국가 인 e- 략은 이러한 논의들을 다루고 디지털도

서 을 계획하기 해 견고한 기 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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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비전을 제시하다

- 국 공공도서  장기 략계획서(2003년 발표) -

Framework for the Future

- Libraries,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국 문화매체스포츠부에서 2003년 발표한 ‘미래를 한 기틀(Framework for the Future)’

은 공공도서 을 한 장기 략 비 으로 리소스(Resource, 재 MLA로 명칭 변경)1), 

도서 자문 원회2), 도서 정보 문직 회3), 도서 장 회4) 등과 같은 도서 계, 교육계 

기타 핵심 계자, 지역사회  비 리단체들과 범 한 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국 정부가 제안한 이 계획을 통해 국 공공도서 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확실한 

지침과 리더십에 한 응답이 제공되었다. 이 장기 략의 이행으로 지역 공공도서 은 지

역사회의 이 되면서 수 천개의 분 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더욱 친숙한 치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시 에서 이 계획이 성공 으로 이행된다면 

국의 공공도서 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세계 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 

략 계획서의 앞부분에 제시된 핵심 부분과 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1) Resource: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 2000년 4월에 발족한 ‘박물 기록 도서

원회’로 일명 Resource라고 지칭하 다. 국의 특유한 제도인 비정부 공공기구로서 도서 을 비롯한 

박물 , 기록  부문의 안에 하여 정책 안을 연구하며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2004년 2월 5일

에 명칭이 변경되어 재는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이며 일명 MLA이라고 지칭한다. 

2) Advisory Council on Libraries

3)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4) The Society of Chief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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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  론

1. 도서 은 공유된 이상을 심으로 건립된 매우 가치 있는 공공기 이다. 도서 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화활동과 의견교환을 하여, 문헌과 참고 사를 통

해 상상력과 탐구를 자극하기 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 은 모두

에게 개방되며 민간재를 거의 공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2. 화 이나 축구장에 가는 사람보다 도서 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공공도서  서

비스는 사회 개 자 세 가 남긴 큰 자산이다. 공공도서  서비스의 역할은 19세

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의미가 있다.

3. 장기 략계획인 ‘Framework for the Future'를 통해 지역 당국과 도서 은 앙 정

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한 인 사명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Framework for the Future'는 공공도서  서비스 네트워크에 공동목 의식

을 부여할 것이며, 독서, 학습,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지역사회 결속과 시민의 가

치를 개발하는 도서 의 역할에 집 한다.

4. ‘Framework for the Future'는 공공도서 에 한 정부의 비 으로 앙정부와 지역

정부의 도서  트 뿐만 아니라 리소스와 도서 , 도서 자문 원회, 국 도서

정보 문직 회, 도서 장 회, 기타 핵심 이해 계조직을 포함한 문 인 자

문기  등과의 범 한 의에 기반하고 있다. 

도서 의 지

5. 도서 은 네 가지 핵심 강 을 가진다. 도서 은 립 이며 환 하는 지역사회 공

간을 제공하고 능동 인 시민권을 지지한다. 도서 은 방 한 자료를 소장하는데, 

책을 넘어서서 DVD, 비디오, CD, 컴퓨터 소 트웨어를 포함하는 범 이다. 국 

복권사업(National Lottery)5)의 투자를 통해 국의 모든 공공도서 에 공공 인터넷 

속을 제공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시설을 갖춰왔다. 

도서 은 넓은 범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은 도서 출뿐만 아니라 공식  

학습과 비공식  학습을 한 지역사회 센터로 운 된다. 도서 은 어린 아기 때부

5) National Lottery : 국의 가장 큰 복권사업으로 동시에 비정부 공공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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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독서를 권장한다. 도서 은 정보와 조언에 

한 근을 제공한다. 그리고 도서 은 헌신 인 직원에 의해 운 된다.

6. 도서 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식, 기술, 정보는 

경제 으로, 사회 으로,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더욱 요해지고 있다. 도

서 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정보, 지식에 해 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덜 부유한 사람들,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있는 사

람들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그룹들을 상으로 그러하다. 

7. 가장 우수한 도서 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 다. 사서들은 도서  이용자

의 정보통신기술(ICT) 근과 인터넷 이용을 돕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독서진흥활동은 크게 확장되어 왔다. 다수의 도시와 기타 장소에서 개 되어 길

을 끄는 새로운 도서 은 근본 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재정의 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8. 그러나 많은 제약 때문에 신이 고르게 확산되지 않으며 일시 인 경우가 빈번하

다. 국의 공공도서  서비스는 149개의 독립된 도서 당국6)에 의해 리되는데, 

이동도서 서비스를 포함하여 3,500개의 공공도서 을 운 한다. 체로 공공도서

은 국가의 정책입안자와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신을 해 공 자

이 지원되는 국가 로그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9. 이런 종류의 분산화는 도서 당국 간에 우수한 실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해한

다. 지역정부에서는 도서 이 매우 큰 부서의 일부인 경우가 빈번하다. 신 인 

지역정부는 도서 이 보다 범 한 공동의 목표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하지

만, 다른 지역정부에서는 도서 을 간과하고 과소평가한다.

10. 2002년 5월, 감사 원회보고서(The Audit Commission Report), ‘보다 나은 도서  

서비스 구축’7)에서 도서  방문과 도서 출의 감소에 한 지 이 있었다. 보고

서는 도서 이 비이용자보다는 재 이용자에게 집 하는 경향을 보이며, 잠재 이

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개 시간 형태를 특별히 언 하 다.

11. 도서 은 직원 채용과 유지 면에서도 역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다. 학원 학

6) 국의 공공도서 은 매우 명확한 운   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자

치정부에 의해 운   리되며 완 한 분 시스템 하에서 운 된다. 한 지역, 즉 한 지방자치정부가 

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 들은 하나의 앙 을 심으로 완벽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경우 앙도서 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 들은 분 이 된다. 각 지역정부는 하나의 큰 규모의 

앙 을 시내 심가에 건립하고 나머지 분 들은 매우 작게 건립하여 근성을 높이기 해 주택가, 

상가, 혹은 쇼핑센터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치시킨다(김 석, 우리나라의 효율 인 공공도서  확충

방안연구, 2007). 

7) Building Better Library Services 

   ht tp: / /www.audit-commission.gov.uk/reports/AC-REPORT.asp?CatID=&ProdID=9D0A0DD1-   

3BF9-4c52-9112-67D520E7C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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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지한 사서는 민간부문의 보수에 심을 가진다. 상 자 수 에서 이직은 거

의 없고 승진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새로운 도서  지도자 세 를 긴 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의  사명

12. 도서 은  사명을 필요로 한다. 도서 은 자신들이 사하는 지역사회에 자

신들의 목 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달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의  사명

은 다음에 기 해야 한다.

 진화 : 독서, 비공식학습, 자기수양을 장려하는 도서 의 통 인 핵심역량을 

토 로 한다.

 공공 가치 : 성인 문해(文解)교육과 취학  학습 지원을 포함하여 공  개입이 

사회에 가장 큰 혜택을  수 있는 역에 을 둔다.

 차별성 : 도서 의 공개 이고, 립 이며 자기소양 학습문화를 기 로 한다. 

도서 은 다른 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노력과 복되어서는 안 되며 력 업

무를 통해 그들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계획의 지역  해석 : 체 으로 공공도서  서비스의 상을 알리는 국가

계획을 개발해야 하지만 지역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13.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 역은 이러한 기 을 충족시키고 도서 의 인 

사명의 심에 있어야 한다.

 독서와 비공식학습의 장려

 자 정부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한 근

 사회  배제 문제를 다루고, 지역사회 정체성을 구축하며, 시민의식을 발 시키

는 수단

도서, 학습, 독서

14. 일부 도서 은 자신들의 방 한 장서 규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원회 보고서에서 언 하기를, 단지 이용자  59%만이 출하거나 이용할 책을 

발견하고, 특히 은 독자층의 흥미를 끄는 일부 종류 도서의 공 이 부족하며, 

도서 구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 다. 한 감사 원회 보고서는 검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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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이 한층 더 효율 으로 장서를 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15. 독서는  생활에서 항상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들은 문제가 된다. 웹 페이

지가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의 증가가 독서를 신할 수

는 없다.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면 극 이거나 교양 있는 시민이 될 수 없을 것

이다. 독서는 거의 모든 문화 , 사회  활동을 한 필요조건이다.

16. 신 인 도서 은 이를 인정하고, 독서와 학습 략을 통합하고 있다. 독서진흥

략은 훨씬 더 범 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독서진흥원8)과 같은 조직의 출 으

로 여름독서 로그램과 같은 국가 인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도서 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9)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17. 공공도서 은 공식 인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를 훨씬 넘

어선 확장된 학습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독서와 문해, 학습은 서로가 뒤얽  연결

되어 있다. 도서 이 장려하는 자기동기부여 학습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배우기를 

기 하고 원하는 평생학습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18. 연구를 통해 기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조기학습활동의 요성이 실제로 증명되

어 왔다. ‘출발 을 같이 로그램(The Sure Start)’10)은 사회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 에 있는 은 세 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 해 조정되고 통합된 지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 자녀의 도서  이용 증진’을 목표

로 한다. 도서 이 도 하는 것은 이러한 아동 시기에서의 제공을 국가 인 아동 

시기 략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19. 많은 도서  서비스에서 학교 수업을 해 학령기 아동과 보다 한 계를 개

발하고 있다. 이는 으로 필요한 보완 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에 

의해 더욱 발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질  수 을 높이도록 계획된 독서진흥 로그램을 제

공하기 해 지역 학교와 일한다. 

8) The Reading Agency : “독서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무한한 힘이 있으며 도서 은 독서를 사람들에

게 권하는 가장 민주 인 매체”라는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국의 독서 련 비 리 민간단체로, 독서

진흥을 해 도서 과 력하던 LaunchPad, The Reading Partnership, Well Worth Reading이 통합되어 

2002년에 설립되었다. .http://www.readingagency.org.uk/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웹사이트)

9) 규모경제(規模經濟)는 량생산으로 얻어지는 비용 감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 혹은 시설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 당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반 로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

함에 따라 산출이 그 이하의 비율로 증가할 때는 생산물 단 당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을 

규모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 라고 한다. 참조: 국토도시계획 용어사  http://urban-app.seoul.go.kr/pds/

10) The Sure Start Program : 출생 이 과 이후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려는 신 인 국 정부부처 동 

로그램이다. 5세 이하 아동의 가정육아, 조기교육, 건강, 가족 련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이 로그램이 시작된 지역의 실업률은 그 지 않은 지역보다 낮으며 3세 이하의 어린

이가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 역시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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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빈곤한 지역의 학교와 더욱 강한 트 십을 맺는다.

 물리  혹은 온라인으로 숙제 클럽의 국 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가 인 여름독서 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름방학동안 아이들이 계속 배울 수 있

도록 돕고, 따라서 ‘여름 학습의 일시  하’를 최소화 하도록 돕는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과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하기 한 국가 인 로그램

을 개발한다.

20. 계속교육과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 공간과 학습 자료에 한 

학생들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공공도서 은 원격학습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들을 한 학습센터로써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의 온라인 평생교육

기 인 런다이 트(learndirect)가 제공하는 로그램을 포함한다. 도서 은 원격

로그램 학습자 지원을 해 장비와 숙련된 직원 모두를 제공하고 학 방학 기간

동안 집에 돌아간 학생들을 해서도 제공한다. 

21. 도서 은 한 기본 인 문해 문제를 가진 성인들을 지원하는 으로 필요한 

역할을 한다. 국 성인  700만 명은 기본 인 읽고 쓰기 달성 수 이 11살 어

린이에게서 기 되는 수 보다 낮다. 국 정부의 ‘삶을 한 기술(Skill for Life)’11) 

략은 2007년까지 성인 150만 명의 문해 능력과 언어, 수리  능력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도서 은 수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인식

하고 지원하는 이상 인 장소이다. 

22. 문화매체스포츠부12)와 교육기술부13)는 리소스, 국립학습기술 원회14), National 

Literacy Trust15)와 함께 도서 이 성인의 기본 기술능력 공 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다.

디지털 시민권

23. ‘새로운 기회 펀드(New Opportunities Fund)’16)에서 제공하는 복권 기 으로 2002년 

11) 국정부의 성인 문해 개선 로그램으로 2001년에 총리가 발족하 다.

12)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13)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DfES)

14) National Learning and Skills Council : 학교를 제외한 16세 이후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모든 기

에 한 정책의 기획과 재정 지원을 총 함으로써 국가의 평생교육 목표를 실 해 나가는데 있어 

추 인 역할을 담당한다.

15) National Literacy Trust : 국의 독서 운동을 주도하는 주요한 단체의 하나로 ‘독서가 근본이다’ ‘국가 

독서 캠페인’을 비롯하여 0~19세의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 진흥운동을 개한

다(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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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국의 거의 모든 공공도서 은 국 온라인 학습센터를 설립하 으

며,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컴퓨터 활용능력과 학습자 지원 능력을 갖추게 하

다. 5천만 운드의 련된 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공

공도서  네트워크인 ‘국민의 네트워크(People's Network)’17)를 통해 세계 인 인터

넷 속과 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24. 리소스는 ‘People's Network’를 어떻게 발 시켜야 하는지에 해 도서  당국과 

함께 범 한 논의를 해왔다. 최근에 나타난 의견은 다음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온라인 :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 단체를 한 웹 사이트를 만들고, 운

하며, 리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문화 온라인 : 문화 온라인은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도서 은 근을 제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인 콘텐츠 : 리소스는 공공도서  서비스를 표하여 국가 인 온라인 콘

텐츠 합의를 조정하는 요 리자로써 활동할 수 있다.

 방송계와 연합 : 도서 은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학습하는 사람들을 

한 요한 물리 인 이 될 수 있다.

 정보 : 리소스는 일부 도서  당국이 이미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하여 올

라온 온라인 질문에 답하도록 국가 인 서비스의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25. 리소스는 도서 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를 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이

러한 계획을 통해 국가 인 서비스의 요 발  필요성과 지역 서비스 달의 지

원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시민 가치

26. 도서 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한 공 의 의지처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서

은 안 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지역사회의 모두에게 열린 공평한 공간으로 

인정된다. 도서 이 시민 생활에서 이 역할을 계속 하기 해서는 사 상인 지

역사회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7. 도서 은 수많은 박한 도 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장서 구축을 새롭게 하고 기

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비이용자들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16) 복권수익기 을 국 내 교육, 보건, 환경 로젝트에 제공하는 기 으로 재는 다른 기 과 통합되

어 Big lottery Fund로 운 되고 있다. 

17) http://www.peoplesnetwork.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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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고 매혹 인 도서  건물은 사람들을 도시 심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도서

은 사람들에게 쇼핑과 상업 인 오락거리 신에 개인 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경제활동에 기여한다. 일부 새로운 도서  건물은 성공 인 민간자 주도사업18)의 

결과로 지어졌다. 다른 도서  당국은 서비스에 한 근을 더욱 쉽게 하고 

화하기 해 상상력이 넘치는 디자인 원칙을 이용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배운 가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자 원을 열게 해주었다. 문화매체

스포츠부와 리소스는 여기에서 나온 우수한 실무사례를 배포하기 해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 다. 

28. 도서 은 비이용자에게 도달하기 해 자신들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이

용자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안은 다른 공  서비스와 력을 하는 것이다. 를 

들면 교육, 사회서비스, 보건,  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공공도서 과 

함께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29. 도서  당국은 재 도서 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서비

스를 무 게 받는 사람들의 요구에 특히 을 두어 자신들이 사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 당국의 지역사회 략

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변화의 달

30. ‘Framework for the Future'는 앙정부와 지역정부, 도서  당국이 공동으로 공공

도서 에 한 국가의 우선순 를 확인하기 해 새로운 방식 개발을 모색한 것

이다. 문화매체스포츠부는 이러한 근 방안이 특수한 지역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지역  책임과 양립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31. 이 새로운 략체제를 달하기 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지역정부 서비스  목표의 달체로서의 공공도서  서비스 역할을 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더 크게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해 도서 서비스는 이 략계획

에서 식별된 핵심 역에 을 맞추어야만 하고, 모든 도서 이 활용할 수 있

는 국가 인 서비스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지역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지역정부백서(Local Government White Paper)에 

18)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국이 1992년  도입하고 일본에서도 98년부터 시작된 사회간 자본 구축 

방식.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운 , 유지 리, 사업자 의 도입 등  과정을 민간 기업에 맡겨 경비

를 크게 감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시설 운 을 행하는 기간을 25년, 30년 등 장기로 설정해 계

약하고 민간운 이 끝나면 시설은 정부에 귀속된다. 



국정부, 미래세 를 한 공공도서  비 을 제시하다  229

한 응답으로, 문화매체스포츠부와 리소스는 우수실무사례를 식별하고 지속 인 

이행을 장려하도록 지역 당국과 함께 일할 것이다. 

 정부 내외부에서 도서 계를 변하는 강력한 지역의 역량이 요구된다. 리소스

는 박물 , 기록 , 도서 의 장기 인 발 에 해 정부와 도서 계에 자문을 

제공하는 략기구이다. 문화매체스포츠부는 공공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

구로서 리소스를 해 강화된 새로운 활동 역을 개 하 다. 도서 자문 원

회19)는 새로운 회원으로 재구성되어 새로운 비 을 달하기 해 문화매체스

포츠부, 리소스와 함께 일할 것이다.

 도서  당국을 지원하기 한 지역  역량이 요구된다. 리소스는 잉 랜드의 9개 

지역에서 지역  거 을 만드는 에 있다. 리소스는 이러한 구조와 개선을 추

진하는 이상 인 지역 당국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을 숙고하고 있다. 

 공공도서  서비스의 계획과 달을 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능률화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역 정부에 한 앙 정부의 새로운 력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 

 경제계와의 새로운 계가 요구된다. 도서 은 사회  공동 책임의 요성을 인

정하는 기업의 뛰어난 트 이다. 도서 의 새로운 활동 역의 일부로서 다른 

문가와 일하면서, 리소스는 공공도서 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계와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32. 문화매체스포츠부는 핵심 이해 계자로 구성된 소규모 특별실무 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이행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문

1. 서  론

1.1 우리의 공공도서 은 요한 이상의 토 에 세워졌다.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헌과 참고자료를 통해 문화와 경제활동(commerce)에 한 상상

력과 탐구력을 자극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게 한다. 도서 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개인 으로 서비스 공 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도서 은 이용자가 자신의 목

을 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된 자원 반에 걸쳐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공

원과 같이 도서 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19) The Advisory Council o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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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와 선택권의 결합, 개인  취미를 한 공 인 서비스 제공, 이러한 

것들이 도서 을 특별한 곳으로 만든다.

1.2 도서 은 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기 쉬운 우리 생활의 일부분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화 보다 도서 에 더 많이 간다. 도서  방문자 수는 축구 경기장의 

방문자 수를 압도한다. 공공도서  시스템은 사회 개 가들이 다음 세 에게 물려

 거 한 자산이다. 만약 우리에게 도서 이 없다면, 우리는 도서 을 새로이 만

들기 해 막 한 액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도서 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에 근하고, 탐색하며 즐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주며 계속교육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등 더욱 한 역할

을 수행할 거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은 감을 불러일으키는 페컴

(Peckham)과 본머스(Bournemouth), 마치(March)와 노리치(Norwich) 지역의 신설 도

서 과 버 엄(Birmingham)과 임 리지(Cambridge) 시에서 계획한 재미있는 도

서  개발에서 나타난다. 모범도서  운 기 (Beacon library authorities)이 제공하

는 서비스와 기타 신 인 서비스가 지역의 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명백하다.

1.3 ‘미래를 한 기틀(Framework for the Future)’은 지역 당국과 도서 이 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선순 를 확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Framework for the Future’는 도서 이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여야 하는지에 

한 상세한 목표 상을 포함하고 있는 청사진은 아니다. 목표는 도서 이 목 에 

한 연 의식을 가지고 총 으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표는 도서 이 학습, 문해  정보기술에 한 근을 진하고, 사회  배제 해

결에 있어서 도서 들의 연합 인 노력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어야 한다.

1.4 이러한 목표를 발 인 변화 과정을 통해 달성하기 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

다. 이는 도서 이 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지와 지역 인 우선순 에 해 어

떻게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릴 지를 비 으로 바라 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는 도서 이 자신의 의사항을 달하는 데 있어, 도서

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다른 기 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 새로운 재원이 도서

 서비스에 유입되기를 기 한다. 

1.5 ‘Framework’는 다른 기 들이 국가의 정책 우선순 를 정하는 데 있어 지역 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도서 을 강화한다. ‘Framework’는 도서

이 가진 특유의 강 과 성인 문해, 정보기술에 한 근, 사회  배제를 해결

하기 한 노력과 같은 요한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진한다.

1.6 다시 새로워진 사명감은 도서 을 운 하는 지역 력공동체(local governance)20), 

20) 로컬 거버 스(local governance) : 국가기 인 행정기 , 자본 역인 기업, 시민사회구성원인 시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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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를 공유하기 한 지역 력기구, 국민생활에 더 큰 향을 주기 해 도

서 이 력할 수 있는 국가 인 사업 간에 새로운 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1.7 ‘Framework for the Future’는 독서, 학습,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지역사회 결속과 

시민의 가치를 개발하는 도서 의 역할에 집 하며 다음을 도울 것이다. 

 지역 당국의 체 략에 도서 을 통합하도록 지역 당국을 안내하라 

 교육, 화, 사회  통합에 한 폭넓은 정부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도서  

특유의 공헌에 해 명백하게 설명하라

 직원 개발과 훈련에 련된 문 인 단체에 집 하라

 도서 이 좀 더 쉽게 지역 으로 력할 수 있도록 하라

 공공도서 과 공  학습 분야가 서로 유익하게 진 으로 연결되도록 기여하라

 도서 과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 기 과의 진 인 력에 기여하라 

1.8 ‘Framework for the Future’는 도서 이 리소스21)의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발 해야 

하는가에 한 정부의 비 으로 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도서  트 뿐만 아니

라 도서  당국, 도서 자문 원회, 정보 문직 회22), 도서 장 회23)를 포함한 

문 인 자문 기 과 기타 핵심 계자와의 범 한 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1.9 도서 이 사하는 지역사회에 명확한 사명 의식을 달하고 이행할 수 있다면, 

도서 은 그 지역사회에 최고의 번 과 이로움을 가져다  것이다. ‘Framework’는 

그러한 사명에 동의하고 사명을 이행하기 해 조직을 결성하려는 도서 의 재 

 미래의 자 제공자, 력자, 이용자와 함께 일하려는 도서 을 돕기 해 계획

되었다.

간의 ‘ 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력과 참여라는 트 십을 통해 도시의 공공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따라서 로컬 거버 스의 특징은 지방정부를 심으로 한 제도 이고 공

식 인 계보다는 행정기 , 기업, 시민집단 간 각자의 략  목표와 이해 계를 비공식 인 네트워

킹을 통해 반 , 조정, 통합해나가는 데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 운 하여 일방 으로 정책을 결정

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구성을 통해 책임성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데 있다. 참조 : 로컬 

거버 스 실 을 한 지방의회 기록 리 모형에 한 연구, 최연주, 2006

21) Resource:The Council for Museum, Archives and Libraries - 재의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로 일명 MLA라고 지칭한다.

22)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CILIP)

23) The Society of Chief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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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의 지

 역사  강 , 미래의 잠재력

2.1 도서 에는 4개의 강 이 있으며 4개의 “S”로 이해될 수 있다. 

2.2 첫째, 도서 은 안 으로 지역사회가 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국에는 이

동도서 과 시간제로 개 하는 도서 을 포함하여 3,500개의 공공도서 이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센터, 보호시설, 보육원, 센터, 청소년센터 등에 있는 서

비스 거 을 포함하여 약 17,000개의 도서  서비스 거 이 있다. 도서 은 회의, 

공연, 시, 독서, 토론을 해 이용된다. 실제로  더 많은 우수한 도서 이 

이러한 정신으로 설계되고 있다. 우수하게 운 되는 도서 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

는 것을 돕는다. 도서 은 모두에게 개방되며 안 하고 구나 환 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극 인 시민권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도서 (Libraries as 

a Cmmunity Resource)'에 한 최근의 시범 지방의회 로그램24)은 이를 강조하 다. 

2.3 둘째, 공공도서 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 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01

년 공공도서 은 4억3천만 의 자료를 제공하 다. 장서는 공공도서 이 제공하

는 것 에서 핵심 인 것이다. 도서 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이

용자들을 끌어들이려면, 도서 은 풍부하고 다양한 장서를 소장해야만 한다. 도서

은 재 출 물과 된 출 물을 소장하며 독자가 그 주제에 해 읽을 수 

있도록 해 다. 그리고 만약 도서가 소장되어 있지 않다면 상호 차를 통해서 

출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서 의 자료에 DVD, 비디오, CD, 컴퓨터 게

임과 소 트웨어를 포함시키기 해 장서가 확장되어 왔다. 국복권사업(National 

Lottery)25)이 공공도서  네트워크인 ‘국민의 네트워크(People's Network)'에 1억2천

만 운드를 투자하여 컴퓨터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왔다. 이는 월드와이드웹

(WWW)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 에 소장된 풍부한 자료들에 한 근을 제공함

으로써 수백만 미터의 새로운 책장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 2002년 12월 말

부터 거의 모든 잉 랜드의 공공도서 이 모든 사람을 해 인터넷, 이메일 속,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 온라인 센터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2.4 셋째, 도서 은 장서 출의 범 를 넘어서 확 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진 으로 

제공한다. 그것이 공공도서 이 공 으로 자 이 지원된 단순한 서 이 아닌 이유

이다. 도서 은 서 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4) The Beacon Council programme

25) National Lottery : 국의 가장 큰 복권사업으로 동시에 비정부 공공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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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서 은 항상 지역사회의 학습 센터가 되어 왔다. 많은 도서 이 계속교육을 

한 학과 력하여 교과과정을 제공하거나 학교과제클럽을 운 한다. 차 도서

은 설비,  범 의 런다이 트(learndirect)26)과정, 숙련된 학습지원능력을 가진 

직원에 한 근을 제공하여 런다이 트 센터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매체스포츠

부, 교육기술부, 리소스와 런다이 트/산업 학(Ufi)27)은 재 사람들의 정보통신기

술활용 훈련 필요성을 진단하고 필요로 하는 훈련을 받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하

는 온라인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요한 것은 도서 이 

자격을 해 공부하지 않고도 비공식 으로 혹은 자신의 속도에 맞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 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기들에게 읽을 책들을 제공하기 해 가정을 

방문하는 순회 보건 (healthy visitor)과 도서 이 함께 일하는 북스타트(bookstart)

와 같이 취학  어린이에게 독서를 권장하도록 계획된 범 한 로그램이 도

서  서비스 안에서 운 된다. 도서 은 지역 상공인, 죄수, 소년원, 독서 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는 학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는 보호 인 은이

들을 해 일하는 사회서비스부서들을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은 단지 건

물이 아니다. 도서 은 차 정보 련 요구에 한 핵심 서비스 센터가 되고 있다. 

2.6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역할은 도서  직원에 의해 좌우된다. 도서 은 시민들

이 독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에 근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가치

에 고무된 헌신 인 인력을 고용한다. 도서  직원은 차 더 범 한 능력을 필

요로 한다. 도서  직원은 학교 숙제 클럽이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해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추천

하는 장서에 한 그들의 지식에 의지하며 모든 주제 분야에 걸친 그들의 정보검

색능력을 활용한다. 도서 이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력하고 사

활동을 이행할수록, 도서 의 성공은 도서  인력의 가능성, 능력, 태도에 의해 좌

우된다. 

2.7 도서 의 가장 인상 인 진보는 직원이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해 명확한 비 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리자가 도와주어 변화과정을 겪을 때에 일어난다. 우수

한 리더십과 직원의 헌신 없이는 새로운 건물, 우수한 장서, 지역사회를 한 열

린 공간도 무가치할 수 있다.

 잠재력

2.8 도서 은 미래에 훨씬 더 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무한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26) 국의 온라인 평생교육기

27) University for Industry(Ufi) : 국의 산업 학은 기업과 개인의 학습에 한 수요를 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공사(公私)간 력체제로 런다이 트를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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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는 지식, 기술, 정보가 경제 , 사회 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더 요해지는 사회 안에 살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 직종은  더 높은 수

의 기술, 컴퓨터활용능력, 지속 인 직장 내 학습능력을 요구한다. 취미, 교과과정, 

문학에 한 공통 심, 지역사와 같은 학습 흥미 등에 따라 심사가 같은 공동

체가 만들어진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정보를 이

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시민으로서 선택을 하고 민주 인 권한을 행사하

는 능력에 필수 이다. 

2.10 그러나 정보와 지식에 한 근성과 활용 능력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잉

랜드의 성인  약 7백만 명은 기능  문맹자로 단된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

들은 가난한 가정보다 서 , 컴퓨터, 인터넷에 근할 가능성에 훨씬 높다. 만약 

우리가 이에 비하여 경계하지 않는다면, 지식과 기술의 경제  순환은 지식과 

기술이 이미 풍부한 그룹과 장소로 불균형 으로 이동할 것이다.

2.11 미래에는 도서 이 더 큰 근 평등성, 정보이용, 학습 참여, 지식 습득 면에서의 

능력을 진하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  학습자원이 차 리 

근하기 쉬워짐에 따라 도서 은 학교, 박물 , 기록보존소과 같은 다른 기

에서 소장된 지식에 한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를 이

해하고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자원을 탐색하는 사서들의 능력에 새로이 

을 둘 것이다. 

2.12 이러한 폭넓은 역할을 하는 도서 의 역량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도서 은 이미 사람들에게 기본 인 인터넷 근을 제공한다. 미래에 도서 의 

역할은 지역사회 온라인 그룹을 한 웹사이트를 운 하고, 지역사회 온라인 토

론을 진하며, 지역 작가와 시인을 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입

수할 있는 방 한 자료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다. 도서 은 사람들의 

정보활용능력의 개발을 돕는 지역의 매개자, 온라인 콘텐츠의 재자, 집합체, 출

사가 될 것이다. 지역도서 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음악, 사진, 비디오뿐만 아니

라 풍부한 아이디어, 조언의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다. 

2.13 국민의 네트워크(People's Network) 설비가 제자리를 잡으면, 도서 은 그러한 기

반시설의 이용방안과 참여의 극 화, 창의 인 이용 능력 확 에 해 공동으로 

는 개별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신

2.14 축하할 일이 많이 있다. 국가 인 수 에서 ‘새로운 기회 펀드(New Opportunities 

Fund)’28)의 복권 기 을 통해 지원된 국민의 네트워크(People's Network)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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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터넷 속에 한 투자로 인해 도서 은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자주 교육 문가와 인력훈련기 과 력하여 사서들에

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 다. 

2.15 버 엄(Birmingham)과 임 리지(Cambridge)의 야심 인 계획뿐만 아니라 페컴

(Pecham), 본머스(Bournemouth)와 노리치(Norwich)에 있는 도서 처럼 새로운 건

물은 시민 공간의 부흥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 공  상상력을 발휘하 다. 타

워햄릿區(Tower Hamlets Council)의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29)와 햄 셔

(Hampshire)의 디스커버리 센터(Discovery Centre)30)와 같은 부흥 계획은 력 기

  다른 지역에서 단히 흥미로운 심의 상이다. 

2.16 연간 도서  계획 체계와 공공도서  기 은 개선을 한 더욱 일 성 있는 

략을 추진하도록 발 하여 왔다. 독서진흥원, ‘책을 열기(Opening the Book)’와 같

은 민간 단체, 빌&멜린다게이츠 재단31), 폴 햄린 재단32), 울 슨 재단33)과 같은 

재단, 도서 정보 문직 회, 도서 장 회와 같은 단체들은 한 도서  서비스

에 한 새로운 생각을 진하도록 핵심 인 기여를 한다. 

2.17 이상 인 지역 로그램인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도서 (Libraries as a Community 

Resource)'은 공공도서  서비스의 개요를 세웠고 우수실무사례의 보 을 도왔다. 

그러나 지나친 신은 부조화스럽고 한결같지 않으며 단명 한다. 앙정부와 지

역정부는 많은 도서 이 서비스를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

기 해 함께 일해야만 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도서  뒤에 자주 숨겨져 있

는 제약을 이해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제약과 도

2.18 공공도서  체계의 강 과 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체계는 다가올 미래

에 잠재력을 완 히 실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수많은 도 에 

직면해 있다. 

2.19 한 가지 문제는 분산화이다. 149개의 도서  당국이 3,000개 이상의 공공도서

28) 복권수익기 을 국 내 교육, 보건, 환경 로젝트에 제공하는 기 으로 재는 다른 기 과 통합되

어 Big lottery Fund로 운 되고 있다. 

29) 런던 타워햄릿구에서 운 하는 것으로 도서 , 학습,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도서  형태로 제공하며 

도서 을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부르고 있다. www.ideastor.com 

30) 햄 셔에서 운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  http://www3.hants.gov.uk/discoverycentres

31)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32) Paul Hamlyn Foundation

33) Wolfs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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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 하는 극도로 분산화 된 시스템에서는 표류와 정체의 험이 있다. 이는 

도서 이 국가 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한 기회를 특별한 도  과제로 

만든다. 민간 부문의 잠재 인 자 제공자와 장래의 트 들도 동일한 을 지

한다. 

2.20 분산화는 디지털 기술이 보다 큰 역할을 함에 따라 차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정보기술시스템은 공통표 과 로토콜이 필요하다. 도서 은 음악과 화 기록

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의가 국

가 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2.21 분산화는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 다양한 도서  당국의 업무수행 간에 폭넓은 불

균형이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모두 제공된 자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수사례를 식별하고 추출하여 보 하는 메커니즘은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하여 약하다. 도서 이 실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배포하는 더 효과 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 없이는 신은 무

용지물이다. 

2.22 도서  지도자들은 내부 으로는 정책 결정과 외부 으로  시민들까지 포함하

여 도서 을 한 국가 인 지지가 부족하다고 불평해왔다. 그 결과 도서 은 그

러한 불평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간과되는 험을 가지게 된다. 스포츠  

술 분야와 조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축구장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이

용자가 도서 에 간다. 극장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도서 을 방문한

다. 이미 스포츠와 술 분야는 국가 인 역할 모델과 국민생활의 핵심 인 부분

으로 보이는 그들 분야에 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내는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도서 은 그러한 지지자가 부족하다.   

2.23 지역  차원에서 보면, 도서 은 자주 지역 당국 내의 훨씬 큰 부서 안에 포함되

곤 한다. 시범 지방정부의 도서  당국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신 인 지역 당

국은 당국의 체 략 안에서 도서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한다. 도서 은 

그 역할에 해 응해왔다. 그러나 많은 다른 지역당국에서는 도서  서비스의 잠

재력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2.24 공공도서  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에 달려 있지만, 도서 을 한 핵심 자 제

공은 부총리실34)에서 나온 비담보 정액 보조 35)을 일부분 할당하여 지역 당국

에 제공된다. 이는 결국 도서 을 한 특별한 목 의 자  할당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요 자 은 교육기술부에서 나온다. 앙정부는 한 도서 을 

34)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ODPM)

35) unhypothecated block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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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든 지역당국 서비스가 2005년까지 자 으로 가능하도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 으로 6억7천5백만 운드를 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2.25 도서 은 여러 면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2002년 5월 발표된 감사

원회보고서(The Audit Commission Report)인 ‘보다 나은 도서  서비스 구축’에 

따르면 1992~1993년 이후 도서  방문수가 17%로 감소했고 도서 출은 거의 

1/4까지 감소했고 한다. 3년 에 비해 도서 출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사

람은 23% 감소하 다. 도서  업무수행의 한 단기 인 도서발행은 1992~1993

년 이후 약 25%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소비자 도서 매는 실질 액수 면에

서 25%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출 사와 소매상들이 보다 극 인 가격 정책, 

업시간 연장, 새로운 소매 체제로 도서정가 매 정36)의 폐지에 응했기 때문이

다. 도서  서비스를 포함한 최 의 36개 최고가치(Best Value)조사37)에서 나온 

감사 원회보고서는 한 비이용자보다 재 이용자에 을 맞추는 도서 의 

경향을 언 하 다. 동시에 55세 이하의 도서  이용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재 이용자에 한 집 으로 나이가 많은 이용자에게 더 흥미를 

끄는 책들이 장서에 반 되고 있으며, 비이용자는 끊임없이 주말  심야 확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 도서 은 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

다. 사서들의 능력은 정보 처리와 검색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다 유용

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문헌정보학 졸업생은 민간 기업에 입사하고 있다. 상

자 도서  인력은 이직률이 아주 낮다. 아주 은 은 인력과 새로운 기술만이 

유입되고 있다. 복권기 이 자 을 제공한 도서  직원을 한 ICT 훈련 로그

램은 외로 하고, 지속 인 개발에 한 투자는 한정 이다. 30년 혹은 그 이

에 도서  문직으로 고용된 지도자 세 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퇴직할 것이다. 

경 과 마  능력을 완 히 익힌 새로운 도서  지도자 세 를 개발하는 것은 

긴 한 우선순 이다. 

36) Net Book Agreement : 1997년 면 폐지

37) Best Value : 공식 명칭은 Best Value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로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지방정부를 근대화시킬 목적으로 제시한 지방정부 개혁프로그램의 핵심이다. 
Best Value가 지향하는 목표는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시민에게 낸 세금
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Best Value는 1997년 10
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단계를 거친 후 지방정부법에 법제화되어 1999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에 전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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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의  사명 

3.1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s)는 도서 이 스스로 어떻게 이미지, 서비스, 목 의식

을 새롭게 하는지에 한 하나의 이다. 다른 수많은 사례들도 있다. 햄 셔

(Hampshire) 지역은 도서 , 박물 , 의료시설, 여가활동, e정부서비스를 결합한 디

스커버리 센터(Discovery Centres)를 만들려고 계획 이다. 이 아이디어는 도서  

방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는, 상하지 못했던 연결 고리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 다. 리버풀(Liverpool)지역 도서  정보서비

스는 도서  러스(Library Plu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모든 도서 이 스포

츠, 건강, 교육, 비즈니스 지원 등 어떤 것이든지 추가 인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것이다.

3.2 하지만 도서 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명칭을 새롭게 하는 것에만 치 해서는 안 된

다. 스탠퍼드셔(Staffordshire)는 통  도서  서비스 일신(一新)의 좋은 이다. 

2001년 1월, ‘최고가치조사: 도서 의 비 (The Best Value Review: Library Vision)’

의 최종보고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분명히 이해하여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다른 서비스들과 력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국 인 주요 도서 의 재개장 

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동도서  경로는 인구의 이동에 처하여 재정비되었고 

새로운 장서와 도서 달지 이 공개되었다. 온라인 회원제도, 신청서비스, 신규 24

시간 화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으며 부분의 도서 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개 한다. 

 도서 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3.3 도서  당국이 어떻게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시도하는가에 한 여러 핵심 메시지

가 이번  기타 사례에서 도출되었다. 

 도서 의 미래 이미지와 랜드화를 한 어떠한 비 도 단일하지는 않다. 비

은 지역 인 상황에 따라 고안되고 맞춰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 비 을 갖는 것은 직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이용자를 연결하며, 력

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  유치를 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비 은 이용자  비이용자에 한 연구와 직 인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

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깊이 성찰하여 출발해야 한다. 

 도서 이 제공해야만 하는  서비스는 차 더 교육, 학습, , 보건, 자 

정부에 의존한다. 번 하는 도서 은 반드시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장소에 치

하며 차 더 다른 서비스 인력으로 구성된 을 고용한다. 

 도서 은 장소이기에, 도서 의 실체 인 모습과 분 기는 이용자에게 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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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도서 은 설비를 잘 갖추어서, 주말  녁시간을 포함하여 이용자

가 원하는 때에 개 하는 건물에 편리하게 치해야 한다. 

 성공 인 도서  서비스는 그 사명을 도서 의 모습, 분 기, 이미지, 업무수행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달한다. 도서 은 개방되고, 환 하는 장소가 되어

야 하는데, 이 때문에 카페  화장실의 존재, 가족과 어린이를 한 공간이 아

주 요하다. 

 도서 을 한 가장 근본 인 새로운 아이디어는 진화 으로, 도서 의 역사

인 장 을 토 로 한다. 아이디어 스토어와 디스커버리 센터와 같은 새로운 

랜드는  환경에서 도서  역할을 재해석한다.

 성공 인 도서 은 그 자체로 혼자서만 서비스하지 않는다. 도서 은 지역 정부

의 계획 내부에서 학습과 사회  통합을 진하는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때 번

한다. 도서 이 범 한 사회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수록 도서

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4 도서 은 사명 의식을 가질 때 가장 번 한다. 도서 의 성공 인 미래는 매우 다

양한 사회를 해 사명 의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달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러한 사회는 이용자가 즐거움, 오락, 정보와 학습을 해 보다 넓은 범 의 자원

에 근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동시에 독서, 학습, 디지털 서비스 면에서 불평등

하게 혹은 부분 으로만 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3.5 결과 으로 도서 의  사명은 네 가지 주요한 요소에 기 해야 한다. 

  1) 진화

도서 은 독서, 비공식학습, 자기수양을 장려하기 해, 특색있고 오랜 기간 동

안에 쌓인 능력을 토 로 하여야 한다. 도서 의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는 그러

한 도서 의 통 인 핵심 역량에서 나와야 한다. 

  2) 공공 가치

도서 은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을 해 성인 문해와 취학  학습을 포함하여 

공  개입이 사회에 가장 큰 혜택을  수 있는 분야에 을 둔다. 

  3) 차별성

도서 은 공개 이고, 립 이며, 자기소양 학습문화를 기 로 한다. 도서 은 

다른 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노력과 복되어서는 안 된다. 도서 은 특유의 

장 을 행할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력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

  4) 국가계획의 지역  해석

국가 인 로그램이 반드시 개발되어 국가 인 트 와 자 을 끌어들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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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에 의해 다른 공공서비스의 트 로서, 일반  속에서 도서  서비스

의 개요를 세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인 제안은 지역의 요구, 형식, 우선순 에 

순응할  수 있는 충분한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People's Network’는 이용자에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한 공  근을 제공하는 국가 인 로그램이 어떻

게 지역에 따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운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도서

은 이런 종류의 로그램을 더 많이 고안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3.6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 역은 의 네 기 을 충족시키고 도서 의  

사명을 개발하도록 안내한다. 

 독서와 비공식학습의 장려

 자 정부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한 근

 사회  배제 문제를 다루고, 지역사회 정체성을 구축하며, 시민의식을 발 시키

는 수단

3.7 이러한 세 주제는 도서 의  사명의 심에 있을 것이다.

4. 도서, 학습, 독서

 양질의 장서

4.1 부분의 도서  이용자에게 도서 과 도서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도서 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신 하게 선정된 우수한 장서를 갖추지 않는다면,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많은 도서 은 장서의 질과 그 범 , 포 성과 요구

에 해 즉각 으로 응하는 능력을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가장 우수

한 도서 은 독자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며, 수요를 미리 견하여, 인기 있는 책

들이 필요하면, 충분한 복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문학 유산의 일부가 되는 작물

은 언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 원회보고서 ‘보다 나은 도서  서비스 구축’

은 일부 실망스러운 사항들을 지 했다. 이용자  59%만이 책을 출하거나 이

용하기 해 도서 에 와서 그 책을 찾는다. 장서 분석을 통해 어린 이용자의 흥

미를 끌 수 있는 장서가 충분히 공 되지 않으며 20세기 고  문학 장서가 부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도서에 한 지출은 체 산  15%

에서 10%로 떨어졌고, 동시에 도서  당국의 1/3이 도서를 보다 빨리 서가에 배열

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서를 더욱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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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의 요성

4.2 생활에서 독서는 보다 더 요해지고 있다. 독서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

력을 개발한다. 독서는 독립 인 학습의 개발을 돕는다. 독서는 련된 심 역

으로 연결해 주면서 독자를 계속 인 여행으로 이끈다. 

4.3 인터넷의 증가가 독서를 신하지 않는다. 부분의 웹 페이지는 텍스트 기반으

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많이 읽어야 한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독서 시간

은 증가하고 있다. 성인  52%가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 스를 풀기 해 독서를 

하며, 27%는 실 도피의 형태로, 24%는 상상력을 활용할 기회로 활용한다. 성인 

 2/3와 어린이의 반 이상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해 책을 읽는다. 

4.4 그러나 독서의 가치는 개인  이익을 훨씬 넘어선다. 독서는 사회  이익을 가져

다 다. 사람들이 신문과 정부간행물을 읽을 수 없다면 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어렵

다. 그들이 품질보증서, 안내책자를 읽을 수 없다면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되기 

어렵다. 그들이 법률 문서를 읽을 수 없다면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기 어렵다. 

부분의 문화  활동은 화  가기부터 CD 재킷이나 축구 로그램을 읽는 것까

지 포함하여 독서를 통해 강화된다. 독서는 사람들이 화를 함께 나 고 공동체

에 속하도록 해주고 가족 유 감을 더해 다. “당신은 ...를 읽었습니까?” 라는 말

은 우리가 화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  하나다.

4.5 읽을 수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잠재력과 주 의 사회에서 단 된다. 차 읽

어야하는 텍스트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읽을 수 없다면 사회 으로 배제되는데, 이

는 사회   경제 으로 심각한 결과이다. 잉 랜드의 성인  7백만 명 이상이 

문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 에서 장려하는 비공식  자가 

학습이 사회에서 학습 습 을 형성하는데 요하다는 것을 신 인 도서  당국

은 인정하면서 독서  학습 략을 통합하고 있다. 

4.6 그러므로 이런 능력과 훨씬 더 요한 독서에 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공공도

서 의 사명은 극히 하다. 

 도서 은 어떻게 독서하는 국가를 해 독보 인 기여를 하는가?

4.7 도서 은 단지 서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 은 이용자가 독서의 즐거움을 

경함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서 이 독서에 한 자신들

의 업무를 단하고 계획하는 방안에서 요한 변화가 있었다. 도서 은 독서가 

학습 도구로써 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독창 이고, 상상력이 풍

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해왔다. 독자 개발 략은 훨씬 더 범 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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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老少)를 불구하고, 사람들이 독서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며, 신규 독자가 십

이든 성인이든 간에 흥미 있는 자료를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독서 그룹과 

독서 행사를 통하여 서로 비슷한 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해 다. 도서 은 

차 불만을 품은 그룹에게도 사하는 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독서의 동기부여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4.8 독자를 개발하기 한 도서 의 근은 차 더 복잡해지고 있다. 도서  당국들

은 로그램이 지역 , 국 으로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해 함께 일한다. 여름독서 로그램(The Summer Reading Challenge)이 그 한 사례

이다. 4년 까지만 해도 각 도서  당국은 자체 인 여름독서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것은 재 독서진흥원을 통하여 공동 력한 국 인 로그램으로 규모

의 경제를 창출하여 도서 의 서비스를 훨씬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02년 독서진흥원은 범죄를 지를 험이 있는 은이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한 정부의 여름 로그램인 ‘스 래쉬 엑스트라(Splash Extra)'에 도서 을 참여시

켜  다른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다. 독서진흥원은 스 래쉬 엑스트라 로그램을 

이행하기 해 10개의 국 도서  당국과 함께 일했는데, 그 로그램은 여름 동

안 멀티미디어 아트 활동과 련된 다양하고 성공 인 독서 로그램으로 구성되

었으며, 지역 청소년범죄   청소년부서와 력하 다. 이 것은 지정된 목표 그

룹 내에 있는 2,500명의 은이들에게 향을 주었는데, 그들의 다수는 이 에 

도서 에 가본 이 없고, 그들에게 이야기, 독서, 책의 세계는 미지의 외계, 혹은 

인 지역이었다. 

4.9 독자 개발을 지원하기 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차 

더 활용되고 있다. 민간단체인 ‘책을 열기(Opening the Book)'가 시작한 

‘Whichbook.net'은 독자의 특별한 흥미와 기호에 따라 소설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다. 새로운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도서  당국과 지역 술 원회의 

력 활동을 확장하여 문학의 발 을 진하는 지역활동 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

매체스포츠부/울 슨재단 로그램을 통해 자 을 제공받은 시범 로그램인 ‘그들

의 독서미래(Their Reading Futures)'는 은이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질  수 이 높은 체제를 만들었다. 그 외에 도서 은 독자의 요구와 독서가 미래

의 달성에 미치는 향을 잘 이해하기 해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4.10 이 분야의 사례연구는 새로운 이용자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해 도서 이 가지

는 일부 다양한 근방법을 설명한다. 독서진흥원과 ‘책을 열기’와 같은 독서진

흥기 은 도서 의 사고방식변화와 독자개발증진 면에서 이미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독서를 장려하는 것은 도서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 

부분 수상 작가를 포함하여 베스트셀러 작가는 과거 몇 년 동안 독서에 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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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흥미를 갖게 하는 많은 일을 했다. Booker, Whitbread, Orange, Carnegie와 같은 

문학상은 독서를 강력하게 장려한다.

 공공도서 과 학습

4.11 공공도서 은 정규교육과 평등하게 운 될 뿐만 아니라 한 그 범 를 훨씬 넘

어서 확장되는 학습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공공도서 은 정규교육을 좀 더 효율

으로 도우면서 공식 인 학습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4.12 독서 증진을 한 도서 의 심 활동은 학습 지원을 한 도서  역할의 핵심 

요소이다. 독서와 문해는 서로 뒤얽  연결되어 있고 독서를 통한 동기부여와 즐

거움은 평생 학습을 하기 해 필수 이다. 비공식  학습  자기동기부여 학습 

등은 국의 뿌리 깊은 학습 문화 창조에 요하다.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마친 

후에도 비공식 인 자기동기부여 학습을 통해 계속 배우기를 기 하고, 자신들의 

취미와 흥미를 추구하며, 정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창의 으로 감을 얻으며, 

직업  비직업 능력을 개발한다. 

4.13 공공도서 은 학교, 학교에 있는 학습자들을 한 범 한 도서  서비스의 

일부분이며, 학교도서  서비스에서는 모든 도서 이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

명하게 식별하고 있다. 기업과 자원 사기 에 있는 도서  역시 학습을 지원하

는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있다. 도서  간의 력은  더 유연해지는 학

습 형태에 따라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학습자를 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다.

4.14 도서 은 호기심이 평생 학습으로 이어지는 주요 네트워크이다. 범 한 자문을 

통해 공공도서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역에 을 맞춰야 한다고 제

안되었다. 

 조기 학습 지원

 고 학생을 한 지원

 나이든 학생을 한 지원 

 조기 학습 지원

4.15 연구를 통해 기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조기학습활동의 요성이 실제로 증명되

어 왔다. 도서 의 역할은 차 더 인정받고 있고 아동시기 서비스 제공이 거론

되었다. 사회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 에 있는 은 세 의 가족들과 그 

자녀에 해 조정되고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출발 을 같이 로그램(The 

Sure Start)’은 공공도서 과 보다 가까게 연결되도록 장려한다. ‘출발 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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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각 로젝트마다 상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부모와 어린 자

녀의 도서  동반 이용 증진’을 목표로 한다. ‘출발 을 같이 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서 은 아동 시기 서비스 제공을 늘렸다. 지난 2년 동안 도서 이 발표한 

아동 시기 서비스는 130건 이상이 만들어졌다. 

4.16 도서 의 도 은 이것을 국가 인 아동 시기 략의 요소로 분명히 식별하면서, 

핵심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 학생을 한 지원

4.17 많은 도서 서비스는 학교 공부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해 학령기 아동과 

한 계를 발 시키고 있다. 하트퍼드셔(Hertfordshire)도서  서비스는 숙제 클럽

을 만든 국의 첫 번째 서비스  하나로 5년째 운 되고 있다. 휴이튼(Huyton)

에 있는 페이지 모스(Page Moss)도서 은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비공식 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해 사회복지 부서와 함께 일한다. 

4.18 도서 은 잉 랜드 지역의 모든 13~19세 은이들을 상으로 하는 정부의 새로

운 지원 서비스인 ‘연결(Connexions)’을 이행할 때 도서 이 해야만 하는 핵심 역

할을 재 발견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정보에 한 근을 통해,  훈련된 

개인 조언자가 제공하는 개인 인 지원을 통해 은이들을 지원한다. 도서 은 

이러한 양쪽 기능 모두에서 도서 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4.19 학교 도서  서비스는 잉 랜드 지역 학교 어린이  약 3/4을 해 학습을 지원한

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자주 공공도서 에서 리하며, 학교와 공공도서  사이의 결

정 인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그들의 교과과정 지식은 도서  숙제 지원 제공을 풍

부하게 할 수 있다. 학교도서  서비스는 공공도서 이 문해를 지원하고 독서 능력을 

개발하는 면에서 더욱 효율 으로 일할 수 있도록 력 계를 맺으며 공공도서  

ICT 학습 네트워크, 학교 ICT 제공 간에 지역  수 에서 연결을 제공한다. 

4.20 도서 은 학령기 아동을 지원하기 해 으로 필요한 보완 인 학습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도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도서 서비스, 학교도서 회와 함께 교과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질  수

을 높이도록 계획된 독서진흥 로그램을 제공하기 해 지역 학교와 일한다. 

 가장 빈곤한 지역의 학교 어린이들이 도서 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해 그 지

역 학교와 더욱 강한 트 십을 맺는다. 

 지역 내의 모든 등학교를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서  당국과 함께 

숙제 클럽의 국 인 네트워크 형성한다. 이는 물리 인 형태 혹은 ‘채 4의 

숙제 서비스(Channel 4's Homework High service)’와 같이 온라인 자원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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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근할 수도 있다. 

 국가 인 여름독서 로그램을 활용하여 긴 방학 기간동안 아이들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가을학기의 첫 주를 자주 보충수업으로 시작되게 만드는 ‘여름

학습의 일시  하락'을 최소화 하도록 돕는다. 이는 기에 등학교에서 등학

교 올라가는 과정에 을 두었다. 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어린이는 도서

의 여름독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과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하기 한 국가 인 로그램

을 개발한다. 

4.21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강력한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는 공식  교육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이다. 

 나이든 학생을 한 지원

4.22 도서 을 학습의 에 두기 한 가장 범 한 략  하나는 선덜랜드

(Sunderland) 지역 내 공공도서 , 학도서  서비스의 력으로 추진되었다. 이 

도서 들은 ‘선덜랜드 도서  근 계획(The Libraries Access Sunderland Scheme, 

LASH)’을 함께 세우기 해 력하 다. 선덜랜드 도서  근 계획은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을 연결하여, 이용자가 모든 시설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공공도서 은 선덜랜드시립 학과 함께 운 하는, 등록이 필요 없는 130개의 강

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 역의 도서 은 서비스를 달하고 학습을 증진시키

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23 계속교육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공간과 학습 자료에 한 

학생들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공공도서 은 원격학습 로그램, 를 들면 런

다이 트가 운 하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 학습센터로서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덜랜드 도서  근 계획 사업의 성공사례는 학습 략

을 개발하는 다른 도시에서 배우고 수용해야 함을 가르쳐 다. 

4.24 국정부의 ‘삶을 한 기술(Skill for Life)’38) 략은 2007년까지 성인 150만 명

의 문해 능력과 언어, 수리  능력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도서 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성인 문해 로그램에서 필수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공간임을 실제로 증명해왔다. 도서 은 수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

람들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 인 치에 있으며,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

록 장려한다. 도서 은 다른 서비스와 수업을 통합할 수 있으며, 도서 은 교과 

과정을 한 비공식 인 환경을 제공한다. 

38) 국정부의 성인 문해 개선 로그램으로 2001년에 총리가 발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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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문화매체스포츠부, 교육기술부는 리소스, 국립학습기술 원회, National Literacy 

Trust와 함께 도서 이 성인의 기본기술능력 공 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서 탐구할 것이다.

 결  론

4.26 이와 같은 사업들은 향후 십년 동안 국가를 해 “독서와 학습을 제공하는” 도서

의 심에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공으로 국가 인 로그램, 지역 인 독서

개발  학습 로젝트 양자 모두가 결합될 것이다. 국가 인 로그램과 지역

인 로젝트는 양자 모두 필요한 근 방안이다. 도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특별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독서 략을 운용하면서, 학습과 문해에 있어 국가

으로 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진 북스타트(Bookstart)와 같이 도서 에 기반 한 

국가 인 로그램도 역시 필요하다. 도서 정보 문직 회의 ‘어린이와 시작하

기(Start with the Child)’ 보고서는 모든 도서 이 핵심 으로 제공해야 할 분야로 

북스타트, 여름독서 로그램,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3가지 활동을 식별하 다. 

5. 디지털 시민권 

5.1 공공도서 은 인터넷이 이 되기 인 140년 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공

도서 은 시 에 한 응력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와 학습을 증진시키기 해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앞장서서 고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한층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한 력과 공유, 일 일 서비스를 증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인터넷이 강력한 

잠재 인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에서 도서 은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2 ‘People's Network'에 한 투자는 디지털 시 에  도서 이 자신의 잠재성을 실

할 수 있도록 해  요한 첫 단계 다. ‘새로운 기회 펀드(New Opportunities 

Fund)'에서 제공하는 복권 기 으로 2002년 12월 말까지 국의 거의 모든 공공도

서 은 국 온라인 학습센터를 설립하 으며, 나아가 직원들에게 컴퓨터 활용능

력과 학습자 지원 능력을 갖추게 하 다. 5천만 운드 상당의 련 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5.3 인터넷 이용 추세는 잠재 인 정보격차를 보여 다. 실직 상태인 사람들, 직장에

서 인터넷 근이 어려운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

회와 혜택을 다소 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 도서 은 인터넷에 근한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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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해 정부의 공약을 달하고 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 역할

을 한다. 

5.4 ‘People's Network’을 통하여 도서 은 다음을 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 서비스에 한 근 제공 : 모든 정부 서비스는 2005년까지 온라인으로 

근 가능해야 한다. 도서 은 자정부 서비스에 해 일반 들이 근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잉 랜드에 있는 3,000개의 도서 에 기반한 국온라인

센터는 모든 사람이 ICT 시설에 근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역 서비스를 해 새로운 연결 개발 : 도서 은 기존 서비스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가장 신 인 것은 새로운 서비

스를 창조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보 서비스 : 도서 은 기존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달하기 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도서 은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콘텐츠 생산 : 도서 은 지역사회와 련된 콘텐츠 생산에 도움을 주기 해 

‘People's Network’에서 자 을 제공받고, 지역사회 단체가 자신들의 콘텐츠와 토

론그룹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 과 기록 은 방 한 역에서 함께 력

하여 지역사  가족사 장서에 한 가상 근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다. 

5.5 리소스는 ‘People's Network’가 어떻게 발 해야만 하는가에 해 도서  당국과 

범 한 논의를 진행하 다. 국가 으로 이행되는 로그램의 기 를 형성할 수 

있는 최신 아이디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온라인 호스 (Hosting community online) : 공공도서 은 리즈(Leeds) 

사례를 토 로, 지역사회 단체를 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호스 하며, 리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 은 지역사회 온라인 허 로 정립될 수 있다. 

문화 온라인 : 최근에 시작된 문화온라인 로그램은 재미있고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도서 은 서비스에 한 근을 제공하

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인 콘텐츠 : 리소스는 공공도서  서비스를 표하여 국가 인 온라인 콘

텐츠 계약을 개하는 앙 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온라인 음악 회사와 

웨스트민스트 지역의 력 사업39)은 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서

비스  한 사례이다. 웨스트민스트 도서  이용자는 재 약 10,000개의 클래식 

39) Westminster City Partnership : 런던시의 한 구(區)인 웨스트민스트 시의회가 다른 공  기 , 자원 사

기 , 지역사회단체, 지역기업 등과의 력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웨스트민스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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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목록을 내려받고 감상하고 검색할 수 있다. 

방송계와 연합 : 도서 과 방송사는 비공식학습, 재택기반학습에 한 공통 심

사 분야를 조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방송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학습을 할 

때, 도서 은 요한 물리 인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정보 : 리소스는 도서 에서 자주 요청받는 질의에 답변하기 한 국가 인 서

비스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리드도서 의 긴 질문(Leed's Enquiry Express)’, 

‘게이츠헤드 도서 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Gateshead's Ask a Librarian)’와 같이 

지역 서비스에 토 를 두는 것으로 질의자가 사서에게 어느 때나 질문을 하고, 

그 모든 질의에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학습 : 리소스는 ‘People's Network’를 통해 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새

로운 학습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런다이텍트와 함께 재 진행 인 업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을 한 새로운 기회를 조사할 것이다. 

 결  론

5.6 ‘새로운 기회 펀드(New Opportunities Fund)’에서 1억2천만 운드를 투자받아 도서

에 UK 온라인 ‘People's Network’와 도서  ICT 학습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도서

은 디지털 학습, 창의 인 지역사회 활동의 거 으로 완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지 에 올랐다. 

5.7 리소스는 재 한 기반 시설과 인터넷활용능력을 갖추고 이용자를 돕도록 훈

련받은 많은 도서  직원들과 함께 콘텐츠 생산, 온라인 서비스  활동 등을 

한 략을 개발하기 해 노력해왔다.

5.8 이 략은 콘텐츠, 학습, 서비스, 온라인으로 구축되는 지역사회 등에 을 둘 

것이다. 도서  당국은 지역 인 요구에 해 맞춤화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 체 인 공공도서  서비스는 국가 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한 근 역시 제공해야만 한다.

6. 지역사회와 시민 

6.1 지역사회는 한번 잃기에는 무나 많은 가치가 있는, 정의하기 어려운 무형의 본

질이다. 도서 은 삶에 아이디어를 다. 도서  건물 근성도 편해야하지만, 도

서  서비스는 건물을 넘어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월솔(Walsall)시 주거지역을 

순회하는 신 인 온라인 학습버스를 통해 사하는 세인트 폴 구역의 리스톨 

도서 부터, 고립된 시골 지역에 서비스를 달하기 한 임 리지셔와 서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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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로그램까지, 수많은 도서 은 오래된 외 사 통을 가지고 있다. 도

서 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오래된 통이 있다. 

6.2 도서 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한 공 의 의지처이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부분

의 사람들에게 도서 은 안 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지역사회의 모두에게 열린 

공평한 공간으로 인정된다. 도서 은  사회 계층을 걸쳐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다. 

6.3 그러나 도서 은 수많은 박한 도 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장서구축을 새롭게 하

고,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고, 개발하면서, 동시에 비이용자들에게 도달하려고 노력

한다. 체스터필터(Chesterfield) 지역과 같이 기존의 성공 인 도서 뿐만 아니라 페

컴(Peckham), 본모스(Bournemouth), Norwich(노리치) 지역의 감을 주는 새로운 도

서  건물들을 보면 도시의 심에 치한 성공 인 도서 에서 나오는 혜택의 

효과를 실증 으로 알 수 있다. 성공 인 도서 은 사람들을 도심으로 이끈

다. 그리하여 도서 은 사람들에게 쇼핑과 상업 인 오락거리 신에 개인 인 공

간을 제공하면서 경제활동에 기여한다. 

6.4 도서  건물을 한 새로운 자 원을 개발한 사업에서 배운 가치 있는 교훈이 있

다. 문화매체스포츠부와 리소스는 도서 이 어떻게 자 을 조달하고 화 로

그램을 계획하는 지에 한 사례를 모으고, 장려하며 공유하기 해 함께 력할 

것을 제안한다.

6.5 도서 은 비이용자에 도달하고 한 기반이 되는 재 이용자들을 유지하기 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 원회보고서는 도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

을 지 했는데, 더욱 유연한 개방시간  주말 개방시간, 즐거운 분 기에서 달

되는 더욱 우수한 서비스 마  등이었다. 조사  2/3는 ‘최고 가치(Best Value)' 

조사에서는 서비스가 무엇을 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에 해 본질 으로 요구하

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반은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한 상담이 

부 하다고 하 다. 

6.6 독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회 으로 배제될 험이 큰 그룹들은 도서

을 지역사회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고 심지어 인 공간으

로 간주한다. 

6.7 1999년 문화매체스포츠부는 ‘모두를 한 도서 (Libraries for All)'을 출 했다. 이

는 포 인 공공도서  서비스를 어떻게 달할 것인가에 해 지역 당국을 

한 지침을 제공한다. 비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한 가지 방안은 다른 공  서비스와 

력을 하는 것으로, 를 들면 다른 공  서비스를 공공도서 과 함께 같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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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하는 것이다. 도서 이 극 으로 상상력 넘치게 이용자와 특히 비이용자

의 의견을 찾아내어 듣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시킬 때 도서 은 지역사회

의 매제로서 잠재력을 발휘한다. 성공 인 도서 은 학교, 사회서비스, 경찰, 박

물 ,  서비스 등과 연합하여 항상 력하고 있다. 를 들면 월솔(Wasall)의 

8개 도서 은 2개의 박물 , 극장, 주택서비스, 2개의 학교, 주민 센터 등과 함께 

치한다. 다른 도서  당국은 병원과 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설립되었다. 

6.8 모든 도서 은 서비스가 도달하기 어려운 개인과 그룹을 식별하고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확인하여 필요할 때 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사회  통합에 어떠한 장벽도 

없도록, 개인과 단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

에서 이미 성공한 도서 은 서비스의 설계와 이행 분야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킨다.

6.9 정부는 지역당국이 그 지역의 경제 , 환경 , 사회  복지를 장려할 수 있는 지

역사회 략을 비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 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당국은 이러한 략을 이행하기 해 돕는 수단으로 지역의 복지를 강화하고 장

려하는 범 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장래에 지역문화 략(Local Cultural Strategies)

은 지역사회 략에 포함될 것이다. 도서  계획 과정은 지역사회 계획 과정과 연

계되어야만 하며, 그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범 한 우선 인 계획  도서 의 기

여가 식별되며 다른 서비스와 통합되어 제공될 것이다. 

6.10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해 일반 인 우선순 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해 다양한 서비스를 달하는 이들을 함께 묶어주는 지역 략 력(Local Strategic 

Partnership)40)과 력하여 지역사회 략을 비해야만 한다. 지역 략 력은 각 

지역을 해 주인의식을 가진 지역사회 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며, 공공도서

이 이들과 효율 으로 연계하는 것은 아주 요하다. 

40) 지역 략 력(Local Strategic Partnership) :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력기 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략  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 으로 일하기 한 력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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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6.11 도서 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지가 되는 기 으로서 핵심 인 역할을 가진다. 

도서 은 시민 사회에서 가장 기본 인 회원제 기 이다. 도서 이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안정화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두의 

요구에 해 하게 응해야만 하며, 도서  건물 역시 그 목 에 합해야만 

한다. 

6.12 이러한 요구를 추측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 도서 은 도서  환경에서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는 비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해하며 서비스하는 

것에 정통해야만 한다. 

6.13 도서  당국은 재 도서 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서비스의 

혜택을 무 게 받는 사람들의 요구에 특히 을 두어 자신들이 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당국의 지역사회

략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7. 변화의 달

7.1 도서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해 억지로 비 을 가지는 것은 충분

하지 않다. 비 은 체 인 공공도서  네트워크를 통해 명백히 개선된 서비스를 

달하기 한 신뢰성있는 계획에 부합해야만 한다.

7.2 잉 랜드에서는 149개의 도서  당국이 3,000개 이상의 분 을 운 하는 극도로 분

산화된 시스템으로 도서  서비스가 운 된다. 도서 의 제일 큰 강 은, 지역에 

한 연결 의식, 즉 사 상인 지역사회와의 계, 도서 은 범 한 지역 력 계

획을 이행하는 일부라는 도서 의 의식이다. 그러한 계에 한 기 는 지역 정부

가 도서 에 재정을 지원하고, 도서 은 지역 정부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7.3 그러나 어떠한 조직  구조에서라도, 강 은 한 약 이 될 수 있다. 극도로 분

산된 네트워크 상의 약 은 편화로 이어질 가능성과 체 인 서비스의 방향 

략이 부족한 것이다. 리더십 개발  정보기술표 과 같이 체 인 도서  네

트워크 상의 공통된 요구를 식별하여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분

산화의 험이다. 그 결과 도서 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사라졌다.

7.4 이 ‘Framework for the Future’의 목표는 앙 정부, 지역 정부, 도서  당국이 력

하여 공공도서 을 한 우선순 를 식별하기 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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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스포츠부는 이러한 근 방안이 특유한 지역 인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하려

는 지역  책임과 융화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7.5 다음은 이러한 새로운 략  기틀을 달하기 한 핵심 사항이다.

 앙정부와 지역 정부는 서비스 범 와 목표 면에서 달 기 인 공공도서 의 

역할을 더욱 크게 인정한다. 

 국가  수   지역  수 에서 역별 리더십을 강화한다. 

 공공도서  서비스를 지속 으로 강화하기 해 지역 당국의 업무 리 체계에

서 도서  요소를 개발한다. 

 경제계와 새로운 계를 맺는다.

7.6 문화매체스포츠부는 도서  문직, 폭넓은 지역 정부 표자, 민간 부문, 기타 

계자들을 포함하여 핵심 이해 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실무 의 도움을 받아 이러

한 모든 분야에서 행동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앙정부의 보다 큰 인식

7.7 도서 이 앙정부의 핵심 인 사회   교육  목표의 달성에 막 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이 분석의 주요 결론  하나이다. 이러한 혜택을 달하기 해, 도

서 의 경  방식에 간단한 변화를 제안한다. 공공도서 은 ‘Framework for the 

Future'에서 식별된 핵심 역에  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모든 도서

은 가능한 한 동일한 국가  제안에 해 참여해야만 한다. 력하는 도서 의 

통합된 강 은 ’People's Network‘와 여름독서 로그램 같은 로그램을 통해서 이

미 명백해졌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른 경우에도 용할 필요가 있다. 

7.8 ‘Framework for the Future'는 이러한 제안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첫 단계이다. 를 

들면 비공식  교육으로 공  교육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분야와 같은, 도서

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강 으로 채울 수 있는 수많은 평등하지 못한 분야를 제안

한다. 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도 제안한다. 사례는 성인기 능

력41)을 지원하는 로그램, 시설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자를 해 서비스하는 

로그램, 가상 혹은 물리  숙제클럽의 국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국가  로그

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 인 

41) 성인기 능력(Adult basic skills) : 평생교육  에서 성인기 능력은 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사

회를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기 능력, 즉 삶의  기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성인기

능력이 단순한 문자 문해 수 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는 문해력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변하는 사회 응  생존을 한 역으로 확 되어 의사소통능

력과 문제해결력,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고차 이고 포 인 생애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최운실, 평

생교육 에서의 성인기 능력 개념모형과 연구동향분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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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방안을 개발한다면, 모든 사람을 해 근이 보장되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른 자 지원 트 들과 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7.9 이러한 가능한 모든 수단은 련 부서와 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문화매체스포츠

부와 리소스는 재 정부 부처(Whitehall)와 력하여 력발 략과 그  우선

순 를 개발하고, 정부가 우선순 를 두는 것을 이행하기 해 도서 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로그램들이 식별되고 개발되면, 

기타 앙 정부 부서가 자신들의 우선순 를 고려해서 이런 로그램에 한 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7.10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제안들은 지역  상황에 맞아야만 한다. 도서  당국의 목

표는 지역 사회의 요구와 우선순 를 정 하게 살피는 것이다. 를 들면, 성인 

문해가 특별한 문제인 지역에서는, 도서 은 성인기 능력에 한 서비스에 더 

큰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 

7.11 앙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가  혹은 지역  우선 계획을 해 도서 이 핵심 으로 기여하는 바를 식별

하라 

 공공도서 이 이행할 수 있는 은 수의 기  목표를 설정하라 

 지역 정부를 해 공통된 우선 계획과 연계를 명확히 하라 

 업무 리를 통해 지속 인 발 을 진하라

7.12 국가  기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식과 지역사회 략 내에서 도서 을 식별하

는 방식은 완 히 지역 당국과 력 기 을 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도서  당국이 유연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역 정부의 더욱 큰 인식 

7.13 국내 여러 지역에서 도서  서비스 기 이 다양한 것이 인상 이다. 가장 우수한 

서비스는 지역 당국의 리자가 에서 설명한 것을 실행하고, 도서 이 자신들

의 핵심 공동 목표를 이행할 방법을 고려하고, 그에 용할 략을 개발하고, 명

확한 우선 계획에 따라 방책을 비하고 리하는 지역에서 나온다. 

7.14 그 결과, 지역 당국 리자가 지역 도서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확실

히 알도록 문화매체스포츠부, 리소스가 지역 정부와 력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

다. 문화매체스포츠부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 걸쳐서 지역 정부와 강력한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사례 식별과 지속 인 발 에 한 통합된 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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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리소스  기타 략  비정부공공기 이 참

여한 지역정부백서에 응하여 발표된, 문화매체스포츠부 략의 일부분으로 이

루어진다. 

7.15 문화매체스포츠부 내에서 공공도서  서비스를 주도할 정책이 새로운 이사회에 

상정될 것인데, 통합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업무  련된 지역 정부 논의 역

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을 한 정책이 더욱 범 한 지역정부계

획안에서 추진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7.16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실질 으로 기여를 하기 해, 도서 은 더욱 효율 인 

달 기구가 될 필요가 있고, 분야별 리더십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지역  수 에서 발휘되는 더 우수한 분야별 리더십 

7.17 세계에서 가장 성공 이고 역동 인 도서  서비스  다수는 그 핵심에 작고 

집 된 기 이 있어, 변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가장 뛰어난 사례는 싱가포르국

립도서 원회이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도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하려는 최근의 노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력을 장려하는 새로운 심 역량을 

창조하 다.

7.18 리소스는 정부와 박물 , 기록 , 도서 의 장기 발 에 해 정부와 도서 계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략기구이다. 리소스는 다음을 개발할 것이다. 

 체 인 조직 내에서 공공도서 에 한 더욱 분명한  

 변화를 추진하기 해,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더 큰 역량 

7.19 문화매체스포츠부는 공공도서 을 지원하기 해 리소스를 해 다음과 같은 권

고안을 제안하 다.

 문화매체스포츠부와 함께, 체 으로 도서  네트워크를 한 략  비 과 

방향을 제공하라

 문화매체스포츠부와 함께, 국가의 정책결정자의 정책 달 기 인 도서 을 장

려하기 해 국가기   정부부서와 련하여 공공도서 을 한 국가  재

자 역할을 수행하라

 문화매체스포츠부와 함께, 도서 이 폭넓은 력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해 지역정부와 도서  당국을 도와라 

 문화매체스포츠부와 함께, 도서 을 한 국가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국가 으로 도서  서비스를 해 인력개발과 리더십 계획을 고안하라 

 재정 신을 해 재단과 민간 후원자와의 력 계를 진하라

 공통 인 ICT 표 과 국가 인 콘텐츠 정을 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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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제공하고, 신을 장려하며, 우수사례를 배포하라 

 공유 자원과 학습을 한 지역  역량을 창조하라

7.20 도서 자문 원회는 새로운 활동의 책임범 를 가질 것이며 소규모의 도서  자

문가로 구성된 이 될 것이다. 도서 자문 원회는 이 문서에서 설정된 비 을 

달하기 해 문화매체스포츠부  리소스와 하게 력할 것이다. 한 문

화매체스포츠부와 리소스는 도서 정보 문직 회, 도서 장 회와 함께 이 략

을 추진하기 해 하게 력해야 한다.

7.21 지역  수 의 리더십은 이러한 비  달의 핵심이다. 미래 리소스 업무의 핵심 

요소는 인력 개발이며 특히 도서 이 장래를 해 리더 개발을 어떻게 확실히 

할 것인가이다. 이를 해서는 도서 과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는 보건, 교육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진행 인 우수실무사례에서 차용하여, 필요 능력, 인

재교육, 고용 실무 등에 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목표는 폭넓게 혼합된 능

력을  수용하여, 도서  서비스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표 이 될 리더십 교육

을 포함하여, 지속 인 문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서  개발 계획

7.22 문화매체스포츠부는 공공도서  발 을 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3년 계획을 

비하도록 리소스에 요청하 다. 

 국가  리더십 로그램의 개발

 폭넓은 인력 개발 계획의 개발

 학습, 온라인, 지역사회와 련된 서비스를 책임지기 해 리소스의 정부 부서 

 국가 기 과의 연계 개발 

 ‘People's Network’의 장래 발 을 한 계획

 기술과 서비스에 한 공통 인 ICT 표  의

 외부의 재단과 민간 후원자들로부터 자 지원을 늘리기 하여 자 조달역량  

사업 발  역량 개발 

 공공도서  서비스의 향력을 실제 으로 증명하는 연구와 평가 로그램

 지역  역량

7.23 심부에서 변화를 추진하기 해 더욱 강력하며 을 두는 역량과 함께, 도서

은 다음을 하기 해 더욱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자원을 공유하고 를 들어 책 구매와 ICT에 한 비용을 인다.

 서비스 개발 우수사례를 식별하고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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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 과 유렵 기 에서 나온 자원에 한 공동입찰을 장려하고 그에 해 

조언한다.

 직원 개발을 해 계획을 개발한다.

 다른 련 서비스와 함께 공동 력을 장려한다.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와 학습능력 원회(Learning and Skill 

Councils)와 같이 잉 랜드에서 창설된 지역 단체를 해 도서 을 장려한다.

7.24 이 게 여러 합쳐진 방안들을 통해 공공도서  서비스를 해 강력한 지역  거

을 개발할 것이다. 

7.25 리소스는 박물 , 기록 , 도서 을 통합조정하고 발 시키기 해 9개의 잉 랜

드 지역에 지역 기 을 창설하는 과정 에 있다. 기존의 지역 박물  원회를, 

지역의 박물 , 기록 , 도서 을 표하는 지역 기구로 환하기 해 추가 인 

자 이 지원되었다. 잉 랜드 북동부 지역의 북동박물 기록 도서 원회가 그

러한 모델로서 강력한 지역의 기반 시설을 토 로 설립되었다. 잉 랜드 남동부 

지역의 남동박물 기록 도서 원회가 새로 창설된 지역개발기구를 한 새로

운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7.26 잉 랜드 지역의 9개 지역 기 은 도서 과 다른 기 과의 력을 장려하고 

체 으로 지역을 한 략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기 이 발 할 때에는, 도서

의 특수한 요구에 을 두기 한 략  비 은 역량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지역의 박물 에 한 리소스의 최근 보고서인 ‘지역의 르네상스

(Renaissance in the Regions)’는 지역 박물 의 허  설립을 제안하 다. 리소스는 

도서 을 해 유사한 지역  거 의 제안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력 인 개선

을 한 수많은 성공 인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리소스는 가장 효율 인 근 

방안을 결정하기 해 도서  당국과 력할 것이다. 기타 기존 정에 한 사

례들은 다음과 같다. 

 런던도서 개발기구(The London Library Development Agency). 런던의 33개 도서

 당국은 회원 가입을 통해 기구를 설립하 다. 이를 통해 소규모 도서 들이 

런던에 자신들의 가치를 유기 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성공 으로 

자 을 유치하고 우수 사례를 배포하고 공유하 다.

 모범도서  운 기 (Beacon library authorities)과 기타 유사한 신 인 도서  

서비스. 모범도서  당국은 자신들이 인지한 우수 사례와 문 지식을 배포할 

책무가 있다. 리소스는 이러한 도서  서비스의 역할을 발 시킬 수 있는 잠재

력을 연구할 것이다. 

7.27 이러한 업무의 일부분으로 리소스는 국국립도서 과 도서 정보 문직 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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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다. 잉 랜드의 도서 을 하여 지역 개발 리자가 주도하여, 9개 

지역 모든 표들은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도서   정보 공동체에 련된 논의

들을 각 지역 기 이 확실히 입수하게 한다. 

 도 과 개선  

7.28 도서 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국가  수 에서 우선 인 계획을 지원하

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정부의 폭넓은 계획 안에서 통합되어질 때 도서

 서비스는 더욱 우수하게 수행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

수한 도서  서비스 제공은 도서  실무와 서비스 측면에서 겉으로 나타나며 

신 이다. 이는 지역 정부가 지역사회 체를 해 이행하는 우수한 업무 수행을 

반 한다. 

7.29 지역사회를 한 서비스를 실제로 개선하도록 지역 의회가 돕는 폭넓은 로그

램의 일부분으로, 정부가 요한 종합정책수단을 발표하 다. 이를 통해 지역 의

회가 자신들의 지출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이 종합정

책계획에서는 앙정부의 계획 요구가 상당히 어들었다. 

7.30 도서  서비스는 이러한 폭넓은 그림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가장 우수한 지역 의

회에 그 지역의 도서  서비스를 지속 으로 강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

하며 가장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아는 지역 의회를 돕고 지원하기를 원

한다. 

7.31 연례 도서  계획은 1998년에 도입되었고 공공도서  기 은 2001년에 실행되었

다. 이를 통해 리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리하는 것에 을 두었

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버리고, 지역 정부와 앙정부의 새로운 

력 계 정신에 맞는 도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행하기 한 합의로 나아갈 때

임을 믿고 있다. 

7.32 각 도서  당국에 연례 도서  계획을 요구하는 신, 2003/04년부터는 종합성과

평가42)에서 체 으로 “뛰어나다”라고 평가된 당국에서는 더 이상 보고서를 받

지 않을 것이다. 도서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평가된 곳뿐만 아니라 체 평가가 

‘우수하다’라고 평가된 지방 의회에서는 보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가장 높은 

42) 종합성과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CPA) : 국 감사 원회가 2002년 에  도입한 

것으로 지역정부  그 서비스를 평가하기 해 수행하고 있다. 를 들어 교육, 사회복지, 연 , 주

택, 환경, 문화, 소방 등 매우 범 한 역이 그 상이며, 조사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면 

련 정부부처나 민간기술자가 함께 조사를 행한다. 감사 원회의 감사가 끝난 후 지방정부의 성과보

고서를 공시하게 되는데 지방정부가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시하는 동시에 부수상실

(ODPM)과 감사 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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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까지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음을 증명한 도서  당국은 내년에도 이러한 

요구를 면제받아서 지역사회를 해 그 게 뛰어난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7.33 다른 도서  당국들이 이 략에 근하도록 개발하고 도서  서비스를 화

하며 강화하기 해서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 으로 2003/04년

부터는 도서  당국에 용될 수 있는 정을 간소화하려고 한다. 

7.34 도서  당국은 연례 도서  계획을  양식으로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 한층 더 간단한 ‘ 황 설명(position statement)’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황 설명은 도서 당국이 략  다음의 세 가지 넓은 주제와 연계하여 서비

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려는지를 실제로 증명하는 정보를 얻기 해 짧고 

날카롭게 을 맞춘다. 

 독서와 비공식  학습의 진

 디지털 능력과 서비스(e-정부 포함)에 한 

 사회  배제 방지, 지역사회 정체성 구축, 시민권 개발

7.35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황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만약 

2003/04년의 략 이행이 만족스럽다면 앞으로 이러한 황설명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7.36. 략을 이행할 비가 되어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도서  당국들만이 2004/05년

에도 황 설명을 제출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한 요구는 완 히 없

어질 것이다. 

7.37 이런 방식으로, 다음 2회계연도 동안 정부 역에 걸쳐 용되는 보다 간단한 

근 방식에 따라 그러한 요구는 이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할 정이다. 그리고 

여 히 략을 이행하기 해 역량을 개발하기 시작한 도서  당국에 차 집

할 것이다. 

7.38 이러한 새로운 조정 외에도, 새로운 도서  략 계획에 따른 정보 수집 의를 

강화하기 해 기타 수많은 지도  치에서도 일할 것이다.

7.39 문화매체스포츠부는 도서  서비스를 한 핵심 최고가치성과지표(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를 식별하고 개발하기 해 부총리실과 함께 일할 것이며, 

지역도서  서비스의 높은 질  수 을 해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앙정부와 

지역 정부에 으로 제공할 것이다.

7.40 정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합성과평가가 도서  서비스에 해 보다 질 인 

데이터를 입수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부총리실의 후원 하에 문화매체스포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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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사 원회와 함께 진행한 유용한 논의, 즉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알

려진 력 이고 균형 잡힌 지역정부조사 모델 측면에서, 조사 의가 어떻게 

도서  서비스를 잘 다룰 것인가에 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개선이 가장 필

요한 서비스의 우선순 를 선정하고, 다른 요한 서비스 평가를 해 도서 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하게 인식하며, 범 한 공통 우선순  달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7.41 우리는 지역사회 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도서 의 역할과 다른 문화 서비스

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략 과정과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분석할 정인 앞으로의 연구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7.42 이러한 새로운 의를 발 시키고 추진할 때, 리소스, 도서 자문 원회, 지방자

치 의회43), 도서 정보 문직 회, 도서 장 회를 포함한 다른 공공도서  

계자와 함께 긴 히 일할 것이다.

 경제계와의 새로운 계 개발

7.43 기업의 사회  책임의 요성(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인식하는 경제계

와 도서 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력 계를 발 시킬 수 있는 역이 존재한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사회  배제 지 등을 지원하기 해, 기업의 사회  책임 로

그램을 이행하려는 그런 회사들을 해 도서 은 뛰어난 수단을 제공한다. 

7.44 독서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신 인 도서 은 최근 몇 년 동안 도서  활동에 

민간 후원을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 사례 연구에서는 도서

이 출 사, 서 상, 자, 민간 후원사 등과 독서 진흥을 해 함께 일할 수 있

는 기회가 존재함을 보여 다. 그러한 력과 후원 의를 통해 로젝트의 즉각

인 목표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달한다. 직장에서 로젝트를 진행함으로서 

도서 은 새로운 이용자들에게 사할 수 있다. 경제계와 력은 도서  직원들

에게 발  기회를  수도 있는데, 를 들면 사서들은 공 역  민간 역의 

문지식 공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멘토링 로그램과 능력 강화 로그

램에 참가해왔다. 이러한 한 연결을 통해 도서 은 경제계 안에서 지지자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7.45 많은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 후원

4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지역 정부간 력을 추진하기 한 의회로 1997년 발족하여 잉 랜

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역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 정부의 권익 보호, 이익 변, 지역정부 공동

심사항에 한 논의와 공동정책집행 등의 지역 정부간 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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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문  분야 간의 연결고리는 술계의 다른 분야에서만큼 강력하진 않다. 문

화매체스포츠부와 울 슨 재단이 지원한 ‘도서  비즈니스 로그램(Book and 

Business programme)’은 경제계 력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하 으며, 독

서진흥원은 요 업무요소  하나로, 경제계와의 력을 격려하는 독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포함했다.

7.46 경제계와 새로운 계를 개발함으로써, 도서 은 한 마 과 같이 꼭 필요한 

능력을 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마  능력으로 직장 내 사업

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들에게 근할 수 있고, 로젝트를 한 새로운 자 원을 

구할 수도 있다. 경제계는 높아진 수 , 강화된 기업 평 , 직원 개발 기회 등에

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47 경제계와의 성공 인 력 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시간과 문지식이 필요하

다. 이 분야의 문가와 함께 일하면서 제안된 권고의 일부에 따라, 리소스는 공

공도서 과 경제계의 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출  처】

  Framework for the Future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publications/450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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