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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인종및지역균형을위한새로운체제개편

1. 남아프리카의 도서관서비스

  1994년 최초의 보통선거에 의해, 진실과 화해의 흑백연합정권을 발족하였던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150여년의 도서관역사를 자랑할 정도로 도서관발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국가의 일원이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오랜 인종분리 및 차별적 서비스의 

관행으로, 지역 및 인종 간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의 10%도 안 되는 백인 및 일부 중

산층이 전국의 도서관서비스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서비스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적지 않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파라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분

리정책의 결과, 1950년대까지 모든 도서관은 백인을 위한 시설이었으며, 1980년대가 

되어서야 흑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나마 흑인을 위한 도서관공간은 백인과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흑인들이 집

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빈민지역, 농촌지역 등에서는 거의 제공되지도 않았다.

  

  2007년 더반 개최 ‘계도서관정보회의(WLIC)’를 위해 발간한 남아프리카도서관 소

개책자에서는, 1994년 이전 남아공의 공공도서관을 4개 지역 4,536개관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2004년 비공식통계로는 9개 지역 1503개관을 집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감

소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체계 혼선, 지역분관과 대출보급소의 급격한 감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지

역정보센터(Resource Centre)의 소멸, 흑백분리공간의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침체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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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분담체제로 인한 지역 공공도서관 행정체제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9개 지

역마다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도서관관련 지방조례가 다양하게 운영되다보니, 재정 

지원 및 인력운영의 지휘체계가 제각각인데다가, 그 책임소재 또한 분명하지 못해, 공

공도서관운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

근의 도서관관련 국책연구보고서들은 남아공의 문맹퇴치와 공교육위기의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도서관 지원대책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및 자료지원체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남아공의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정책 등은 예술문화부(Dept. of 

Arts & Culture)가 주관하고, 대학 및 학교도서관 관련정책은 교육부(Dept. of 

Education)가 맡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2001년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법(National Council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ct)｣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NCLIS)’가 설립되어, 예술문화부와 교육부에 대한 도서관정책 및 관련입법에 자문하

고, 도서관정보기금의 분배 및 운영지침 사항과 도서관분야 전문교육 및 훈련 사항, 

국가도서관서비스 진흥을 위한 사항 등에 자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아래에 전문이 소

개되는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1998)｣이외에

도, ｢남아프리카시각장애인도서관법(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 Act, 1998)｣과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법(NCLISA, 2001)｣, ｢남아프리카국립문서관법(National 

Archives of South Africa Act, 1996)｣, ｢법정납본법(Legal Deposit Act, 1997)｣ 등이 있다. 

열거된 법령의 대부분이 새로운 흑인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격차와 인종

분리를 시정하기 위한 균형과 화합의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제정 및 개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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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의 특징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프레토리아(Pretoria)소재 주립도서관과 케이프타운(Cape Town)소재 남아프리

카도서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국립도서관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

국은 국가의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케이프타운을 입법수도, 프레토리아를 행정수도, 

블룀폰테인(Bloemfontein)을 사법수도로 운영하며, 각각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지역안배와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거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국립도서

관은 행정사무국을 프레토리아에 두고, 케이프타운과 프레토리아에는 각각 별도의 

캠퍼스를 두며, 케이프타운에 서적센터(the Centre for the Book)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둘째 국립도서관은 법인(legal person)으로서 ‘국가도서정보서비스위원회(NCLIS)’와 

별도로 ‘국립도서관위원회(Board of National Library)’를 설치하여, 국립도서관의 기본

정책을 형성하고, 예산승인 및 재정보고를 수행하며,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고유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문화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연2회 이상 이며, 모든 위원은 연속 2회를 넘어 복무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셋째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은 싱가포르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며,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라고 칭한다. 최고경

영자는 도서관이 운영하는 모든 자금 및 자산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회계운영결

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도 주어진다. 최고경영자는 국립도서관이 가지는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도서관경영을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참신

한 명칭이기는 하지만, 국가도서관서비스 진흥을 책임지는 관장의 지위가 지나치게 

기업가적 이미지로 채색되는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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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립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남아프리카도서관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다른 도서관들

과의 교류 · 협력하는 것, 문헌정보학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다른 전문단체와 협

력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와 안내, 자문, 컨설팅 등의 지원업무까지도 명시하고 있다<이

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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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년 92호

법령

  국가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 보전 · 이용 · 홍보하는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과 그와 관련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론

제1조 정의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령에서 ‘서지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서지 기록의 생성과 목록, 서지, 색인 및 기타 서지DB의 편찬

  (b) 관련 통계의 편집 및 보급

  (c) 전항(a)에서 언급한 기록 및 편집물의 교환, 판매, 보급 또는 서비스

‘위원회’는 제 6조에 의하여 국립도서관위원회를 의미한다.

‘자료’는 모든 매체 통하여 문자, 그림, 시각, 청각 및 기타 알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려는 목적의 모든 대상물을 의미한다. 정보내용, 명료성 혹은 물리적 표현 등에서 해당 

자료와 현저히 다르게 편집되거나 변형된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간주된다. 기록 및 보존소, 출
판기록 이외 관련된 지방법령이나 남아프리카국립문서관법(1996년43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기록물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한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록유산’은 남아프리카와 관련하거나, 남아프리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매체’는 읽기, 듣기, 보기를 위해 정보를 기록하고 전송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장관’은 예술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을 의미한다. 

‘국가 사서’는 제9조 (1)항 (b)에서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국립 도서관’은 제2조에서 언급된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명령’은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의미한다.

‘출판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대상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혹은 다수 복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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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구입, 임대, 대여, 구독, 허가를 통해서든 혹은 무료배포를 통해서든, 모든 공중의 구성원에게

  (b) 공중의 모든 자격 있는 사람에게 회원가입이 개방된 협회 혹은 학회의 회원에게

‘기록’은 형식과 매체에 관계없이 기록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법’은 제15조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제1장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

제2조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

  (a) 1985년 국립도서관법(1985년56호법)의 제2조에서 언급된 남아프리카도서관 및 주립도서관

은 이 법에 따라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을 조직하기 위하여 통합된다.
  (b) 국립도서관은 프레토리아(Pretoria)와 케이프 타운(Cape Town)에 위치하며, 장관이 신문 

공고에 의해 결정한 다른 장소에 지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c)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의 사무실 위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국립 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국가의 기록유산을 수집 · 기록 · 보전 · 서비스하고 관련 의식과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정보능력을 배양하고, 전 세계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사회 - 경제

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그리고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4조 국립도서관의 기능

  (1)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i) 남아프리카와 관련되거나 남아프리카에서 출판된 자료에 대한 완전한 장서를 구축

하는 것

       (ii) 남아프리카 관련 또는 남아프리카 간행 자료에 강조를 두고, 그 밖의 출판 및 미간 

자료의 장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iii) 국가 자원으로써 남아프리카의 도서관에 소장된 출판 자료 장서에 대한 최적의 관

리를 촉진하는 것

       (iv) 정선된 자료로 전항(iii)에서 계획된 국가 자원을 보충하는 것

    (b) (i) 전항(a)에서 계획된 자료를 기록하는 것

       (ii)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서지기관으로 활동하는 것

    (c) 국가적 및 국제적 출판 자료에 대한 최적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d) 국가적 및 국제적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 국립보존도서관으로 활동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f) 국가출판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는 것

    (g) 정보인식과 정보능력을 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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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아프리카 도서관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도서

관은 전항(1)에서 언급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정보 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b) 남아프리카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 안내, 자문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기획 및 조정과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d) 적절한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와 협력 · 자문하여, 전항(1)에서 언급한 기능과 관련한 교

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것

    (e)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f) 남아프리카 안팎의 도서관 및 다른 기관들과 교류하는 것

제2장 행정조항

제5조 국립도서관의 권한

  (1) 국립도서관은 법인으로서, (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국립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어떠한 행동도 실행할 수 있다.
  (2) 국립도서관은 예술문화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재정장관의 동의를 받은 아래

와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
    (a) 만일 장관이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국립도서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면, 또한 제4조 (1)항 (a)(i)에서 거론된 장서의 양도가 1997 납본

법령, 1997(법령 54, 1997)의 제7조 (5)항에 의해 다루어져야만 한다면, 국립도서관의 동

산 및 부동산을 임대, 판매, 교환 기타 양도할 수 없다.
    (b) 1975 재정법령(법령 66, 1975)의 제35조에서 제공된 보증이 국립도 서관에 승인된 대출

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한.
      (i) 해당 대출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저당하거나 채무를 지울 수 없다.
      (ii) 해당 대출을 통하여 취득한 유동자산을 대여 혹은 판매, 교환 혹은 기타 양도, 혹은 

저장 혹은 기타 채무를 지울 수 없다.
    (c) 돈을 빌릴 수 없다.
제6조 국립도서관 위원회

  (1) 국립도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a) 지명방식을 기술하는 규정이 명료성과 대표성의 윈칙을 적용해야 하고, 나아가 위원들 

중 적어도 한명이 재정적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장

관에 의해 지명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최소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

    (c) 투표권이 없는 위원을 겸직하는, 프레토리아(Pretoria) 및 케이프타운(Cape Town)의 수뇌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경우 직무를 사퇴해야 한다.
    (a) 위원의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된 경우, 혹은 

위원이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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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관할 법원이 해당위원이 불건전한 정신상태임을 판결한 경우

    (c) 위원이 위법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d) 위원이 위원회의 허락 없이 위원회의 모임에 연속 3번 불참한 경우

    (e) 위원이 국회 혹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 되거나, 헌법과 전국지역협의회법(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1997)(상임의원결원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의해 전국지역협

의회의 상임대표로 임명된 경우.
  (3) 장관은 만일 장관의 의견으로 해임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이유들에 대

하여 관련 위원의 청문회를 거쳐, 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만일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관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업무를 

사퇴하거나, 직무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장관은 해당 위원의 직무 수행 기간의 잔여임기

에 대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3)항과 (4)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

며, 재임용될 수 있다.
     (b) 모든 위원은 임기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복무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기능과 수당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장관과 협의하여 국립 도서관의 정책을 형성하는 것

    (b) 국립 도서관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

    (c) 국립 도서관의 재정보고를 승인하는 것

    (d) 국립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 

    (e) 장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장관에게 제공하는 것 

  (2) 위원회는 국가의 상근직원이 아니거나 국립도서관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재무부 

장관의 동의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a) 장관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b) 의장 또는 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참석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3)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다수결 원칙이다.
  (4) 위원회의 결정은 참석위원 다수의 결정으로 채택되며, 특정문제에 투표수가 동등한 경우, 회

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에 더하여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제9조 국립도서관의 직원

  (1) (a)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b) (i) 위원회는 국립도서관 업무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위원회가 요구하면 위원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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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최고경영자를 임명해야 한다.
        (ii) 최고경영자는 수령한 모든 자금과 그 이용에 대한 회계를 책임지는 회계관이 되며, 

국립 도서관의 자산을 책임진다.
        (iii)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는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로 불려진다.
  (2) 위원회는 국립도서관 직원의 보수, 수당, 근무조건, 보조금 그리고 기타 혜택에 대해서 

공공서비스행정부의 자문을 받아 재무장관의 협력으로 예술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결정한다.
  (3) 직원은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해고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은 규정된 방식으로 그리

고 규정된 시간 내에 장관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 해임 

결정을 확인하고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장관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a) 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조건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직원은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

해 일정 기간 주정부 및 다른 주정부 또는 기타 법인 등의 업무에 파견될 수 있다.
     (b) 파견된 직원은 국립 도서관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 및 관련법령들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특정 개인의 국립도서관 직원으로의 이동 

  주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있는 개인은, 공공서비스관

련법령과 위원회의 승인으로 국립도서관의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파견될 수 있다.

제11조 국립도서관으로 특정 자산의 이전

  국가토지매각법령, 1961(No.48)의 제2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과 공익사업장관, 농업 

및 국토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의 협력을 얻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국립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어떤 자산이라도 국립도서관으로 이전

시킬 수 있다.   

제12조 장관은 특정 자산을 국립 도서관의 보관에 맡길 수 있다.

  장관은, 기증자나 유언자가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공화국 혹은 그 국민들에게 기부 

또는 증여되었거나, 공화국 혹은 그 국민들의 이용 또는 혜택을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된 

모든 유동자산 또는 일부분을 국립도서관의 책임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국립도서관의 재정관리

  (1) 국립도서관의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의회가 승인한 자금

    (b) 국립도서관이 빌린 자금

    (c) (3)항에 의해 발생한 수입

    (d) 국립도서관에 지불된 요금이나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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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립도서관이 수령한 기부나 기증

    (f) 이 법령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기타 방식으로 국립도서관에게 

발생하는 수입

  (2) 이 조항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자체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하여 그 

기금을 사용해야만 한다. 
  (3) 위원회는 즉시사용이 필요치 않은 여유자금과 합리적인 운영 잔액을 공공투자감독관에

게 또는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예비 기금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때때로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예치할 수 있다.
  (5) (a) 국립 도서관은

       (i) 매 회계연도 마다, 장관이 결정하는 시기에, 차후 3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계획된 수

입지출 추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모든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해당 회계연도 동안 추정되는 지출에 대한 보충 보고

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b) 국립도서관은 자체의 승인 예산과 적립 예비비를 넘어서 어떠한 재정 지출도 수행할 

수 없다.

제14조 감사 및 연차보고

  (1) 국립도서관의 회계연도는 3월 31일에 마감한다.
  (2) 국립도서관은 자체 자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온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국립도서관의 회계는 매년 총괄회계감독관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4) (a) 국립도서관은 장관이 요구하는 국립도서관의 기능과 재정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장관

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총괄회계감독관이 증명

한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및 수입·지출보고서와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특정사항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장관은 만일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라면 보고서를 수령한지 14일 이내에, 또는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 아니라면 다음 정기회기 개시 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총칙

제15조 규칙 

  (1) 장관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법령에서 규정을 허락받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문제

    (b) (i) 국립도서관에 고용되어 있는 개인의 부정행위나 무능력에 대한 조사, 국립도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의심스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행동, 해
당 조사에 따르는 절차, 증인의 소환 및 출석, 그리고 해당 개인에게 부과되는 재제 및 

기타 조치 등의 사항.
       (ii) 직원이 제기한 불만에 대한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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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록의 관리

    (d) 국립도서관에 대한 회계보고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형식, 당사자 

    (e) 국립도서관에서의 연구

    (f) 전문자문위원회의 설치

    (g) 일반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규칙과 

관련한 모든 사항 

  (2)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금 혹은 1년 이내의 징역을 규정할 수 있다.

  (3) 장관은 이 조항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규칙을 신문에 공포해야 한다.

제16조 과도 조항

  (1) (a) 주립도서관 및 남아프리카도서관의 위원회는 이 법령이 개시될 때 해체되어야 한다.
     (b)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제6조에 의한 국립도서관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해체되어야 

하는 임시위원회로서 연대하여 기능해야 한다.
      (c) 임시 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2) (a) 이 법의 개시 직전 주립도서관이나 남아프리카도서관에 고용되어 있던 개인은, 개인

에 대하여 당시 적용되었던 급여, 수당 그리고 기타 혜택을 유지한 채, 국립도서관의 직원

으로 전환된다. 
     (b) 국립도서관으로 전환된 개인은 제9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c) 국립도서관직원으로 전환된 개인의 급여, 수당, 서비스의 조건 및 기타 혜택은 해당 

조항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상술한 도서관에서 복무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휴가, 연금 혹은 여타 혜택은 국립도서관에 복무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것

으로 간주된다. 
     (d) 주립도서관장은 제9조 (b)항 (i)에 따라 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지명할 때까지 국립도

서관의 최고경영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3) 이 법의 개시직전 주립도서관 혹은 남아프리카도서관이 소유하거나 감독하고 있던 모든 

유동자산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립도서관에 귀속된다.
    (a) 해당 도서관의 회계에서 채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금 또는 해당도서관을 지원할 목적

으로 주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던 자금

    (b) 해당 도서관과 관련한 주정부의 지급요구

    (c) 주정부나 해당도서관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해당도서관과 연관된 주정

부의 권리나 특전 

  (4) 주립도서관과 남아프리카도서관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국립도서관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된다.
  (5) 모든 법률이나 문서에 있어서 모든 관계

    (a) 주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프레토리아 소재 도서관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b) 남아프리카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케이프타운 소재 도서관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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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수와 연도 간략 제목 수정이나 폐지 범위

1977, 법령11(트란스케이)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77  제11항 폐지

1978, 법령18(보푸다츠와나) 보푸다츠와나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78  제19(2)항 폐지

1980, 법령18(크와줄루) 크와줄루 도서관법령, 1980  제6항 폐지

1980, 법령19(씨스케이) 씨스케이안 도서관서비스법령,1980  제11항 폐지

1981, 법령2(칸그와네) 국립 도서관 서비스법령, 1981  제14항 폐지

1981, 법령12(벤다) 벤다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1  제14(2)항 폐지

1982, 법령4(가잔쿠루)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2  제14(2)항 폐지

1983, 법령10(콰콰)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3  제14(2)항 폐지

1985, 법령56 국립도서관법령,1985  전체 폐지

1991, 법령7(레보와) 중앙도서관서비스법령, 1991  제17항 폐지

제17조 법령의 수정 및 폐지

  별표에 언급된 법령은 이 문서에 의하여 3째 칸에서 기술된 범위까지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만 한다. 

제18조 간략제목 및 개시

  이 법령은 1998 남아프리카도서관법이라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신문에 공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개시된다. 

(별표) 수정되거나 폐지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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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South Africa(LIAS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Libraries for the Futur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South 
African Libraries｣. 19-23 August 2007, Durban, South Africa.

2) The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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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국립도서관을 ‘지식의 원천’으로

1. 뉴질랜드의 도서관서비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조금 큰 면적에 인구 420만 명이 거주하는 영국연

방 입헌군주국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복지수준, 그리고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모두 여성이 

도맡아 국가발전을 주도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도서관 63개 본관과 250개의 분관, 13개

의 이동도서관 등 모두 327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그 운영수준

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급에는 인구 5만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166개 

공공도서관(본관 20개관, 분관 135개관, 이동 11개관), 2급에는 인구 3만에서 5만미만 

지역에 소재하는 61개 공공도서관(본관 16개관, 분관 43개관, 이동 2개관), 3급에는 인

구 3만 미만지역에 소재하는 99개 공공도서관(본관 27개관, 분관 72개관)으로 분류되

고 있다. 이동도서관을 제외하고 1개 도서관 당 13,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

으며, 이는 1개관 당 86,865명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비교하여 

6.5배나 높은 보급수준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개별 도서관 소장자원의 호혜적인 공유 활용을 증진할 목적

으로 호주를 포함하는 전국의 도서관들 간에 상호대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대차에 참여하려는 도서관은 먼저 뉴질랜드도서관협회(LIANZA, the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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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Association Inc.)에 연회비나 상호대차 등록 연회비를 지불하고, 상호대차지불

시스템(the Interloan Billing System, IBS)에 등록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의 국가서지데

이터베이스(the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NBD)에 자신의 소장정보를 제공하는 

협약도서관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를 

받는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일찍이 1942년에 시작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전통을 

이어 전국 14곳의 ‘학교서비스센터(School Service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

클랜드, 팔머스톤 북부, 크라이스트처치 3개 지역에는 권역거점 분관수준으로 국립도

서관 학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서비스센터는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과목정보는 물론 50만 건에 이르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목정보

센터(Curriculum Information Centre, CIS)’, 시각예술 및 음악관련 멀티미디어DB를 제

공하는 ‘디스커버(Discover)서비스’, 학생들에게 온라인채팅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든 질문 서비스(AnyQuestion.co.nz)’, 해외 학술 및 교육관련 전자DB를 제공하는 

‘전자자원 공동구매(Electronic Purchasing In Collaboration, EPIC)’, 기타 학교교육 자문

서비스와 학교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원래 1858년 의회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일반의회도서관(General 

Assembly Library)으로 출발하였지만, 196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1920년 

설립된 알렉산더 턴불(Alexander H. Turnbull)도서관과 1945년 이래 지속되고 있던 국

립도서관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를 통합하면서 ‘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1985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국회도서

관(the Parliamentary Library)이 분리되었고, 1988년부터는 국립도서관이 독자정부기구

로 승격되어 교육부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하였다. 한편 1990년 국립영화도서관

(National Film Library), 1991년 구술사센터(The Oral History Centre), 1992년 뉴질랜드 

만화기록관(New Zealand Cartoon Archive) 등이 국립도서관 내 주요 단위사업으로 추

가되었고, 현재 뉴질랜드국립도서관 담당 장관은 예술 ‧ 문화 ‧ 유산부(Dept. of Arts, 

Culture and Heritage) 차관(Associate Minister)이 맡아, 뉴질랜드기록원(New Zealand 

Archive) 담당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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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의 개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모두 5개부 4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1조 

표제에서는 이 법의 명칭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혹은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부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

고 있다. 

  제2부에서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1965년 도서관법에 의한 국립도서관을 계승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는 국립도서

관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로 정의된다. 국가사서는 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법

령 및 규칙에 따라 국립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의 장서로서 포함하면서, 별도의 관장(Chief Librarian)직무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의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국가사서에 

의해 위임된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제2부 제3절에서는 마오리족 원주민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이용을 강조하

는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의 특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법인 자문기구로서 가

이샤키(Kaitiaki)라는 후견인그룹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마오리족의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도서관 및 정보문제들에 관하여 장

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도서관정보자문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Advisory 

Commission)의 설치와 그 기능을 밝히고 있다. 동 자문위원회는 국가사서를 포함하는 

6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

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출판된 모든 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범위와 그 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장관은 관보고시에 의하여,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출판되는 문헌자료에 대해 3부이내의 출판물을 출판자의 비용으로 납본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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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인터넷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 문헌자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요구받은 전자 자

료의 출판자는 국가사서가 문헌자료의 동일한 사본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

구받은 후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요구조건의 미 이행과 관련해서는 5,000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

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제5부에서는 1965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이사회의 해산을 규정하고, 유언 

및 신탁에 의한 수탁인으로 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국가사서가 계승하도록 정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규칙조항에서는 총독으로 하여금 행정집행 및 효력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련 문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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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2003년 제19호 공공법령

2003년 5월5일 승인

뉴질랜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표제 

  이 법은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법이다; 그리고 두 가지 

각각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a)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또는

  (b) 2003년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법.

제1부 예비조항

제2조 개시

  이 법은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기록유산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뉴질랜드 모든 국

민들에게 국립도서관(알렉산더 턴불[Alexander Turnbull]도서관을 포함) 장서의 보존, 보호, 
개발 및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a) 국립도서관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b) 국립도서관의 일부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c) 상호 지원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
    ( i ) 국립도서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서(the National Librarian); 그리고

    (ii) 국립도서관의 피 고용인으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 그리고

  (d) 많은 목적 가운데 뉴질랜드국민들에게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가이샤키 후견인(Guardians 
Kaitiaki)으로 불리는 비법인체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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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를 포함하여, 도서관 및 정보 이슈들에 관한 소관 

부처에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 자문 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로 불리는 비법인체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f) ｢1965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국립도서관위원회로 불리는 법인체를 해산하

는 것; 그리고

  (g) 뉴질랜드 기록유산 보존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문서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당 장관으로 하여금 고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h) 전항(g)에서 언급된 공공문서를 요구하는 권한을 인터넷 문서까지 확대하고, 국가사서가 

해당 문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i) 기타 관련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

제4조 해석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장(Chief Librarian)은 제13조에서 언급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도서관장을 의미

한다. 

  위원회는 제22조에서 설치되는 도서관정보자문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를 의미한다.

  문서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든 자료의 모든 기록; 그리고

    (b) 모든 기록 장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해 기록되고 저장

된 정보,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자료; 그리고 

    (c) 책, 필사자료, 신문, 연속간행물, 팜플릿, 잡지, 낱장 인쇄물, 악보, 지도, 도면, 해도, 그
림, 사진, 식각 판화, 인쇄, 표, 그래프 또는 선화; 그리고

    (d) 사진, 영화, 음화, 테이프 또는(장비의 도움이나 또는 도움 없이) 재생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시각 이미지가 구현되는 기타 장치; 그리고

    (e) 위 어느 것의 두 번째 또는 후속 판

  전자적이란 전기의, 디지털의, 자석의, 시각의, 전자석의, 수명측정의, 그리고 광자적인 의미

를 포함한다.

  후견인은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가이샤키(Kaitiaki) 후견인을 의미한다.

  정보는 문서,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음향 또는 음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장관은 당분간 이 법의 행정에 책임을 지는 왕궁장관을 의미한다.

  국가사서는 제8조에서 언급된 국가사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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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서관은 제6조에서 계속되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으로 

알려진 국가의 부서를 의미한다.

  연도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일년을 의미한다.

제5조 왕권에 대한 법적 구속

  이 법은 왕권을 구속한다. 

제2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포함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

제1절 국립도서관 및 국가사서

국립도서관

제6조 국립도서관의 존속

  (1)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을 둔다.
  (2) 이 도서관은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과 동일한 도서관이다.
  (3)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일부를 형성한다.

제7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뉴질랜드 국민들의 문

화적 그리고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국가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
  (a)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특히 뉴질랜드 관련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그리고 기록 

유산 및 문화보물(Taunga)로서 그들의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뉴질랜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뉴질랜드 내 다른 도서관들의 업무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c) 국제적인 도서관 공동체의 일원을 형성하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는 업무 수행

제8조 국가사서

  (1) 국가 사서의 직무를 둔다.
  (2) 국가 사서는 또한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가 된다.
  (3) 이 법의 개시 바로 직전 국가 사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임기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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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법의 개시와 함께 해당 직무 수행을 계속한다. 

제9조 국가 사서의 기능과 권한

  (1) 국립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사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 국민 관련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장서를 포함하여 문헌의 국가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장서 및 자료의 가장 유리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 및 

조건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c)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보자료와 서지정보 및 학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d) 뉴질랜드와 기타 지역의 관련 당국 및 기타 개인들과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공동 협

력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e) 도서관 및 정보 문제들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장관에게 조언하고 보조하는 것; 그리

고

    (f)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기타 기능들.
  (2) 국가 사서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a)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장관이 결정하는 모든 조건에 의해

서, 국립도서관의 문헌을 기관들과 기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 i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위해 국립도서관 건물에 별도의 적합한 시설을 제

공하는 것; 그리고  

      (ii) 특히 뉴질랜드 및 태평양 지역 연구 그리고 희귀 서적 분야에서, 알렉산더 턴불 도

서관의 연구 장서 및 관련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c)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에 의해, 그리고 장관이 결정하는 모든 조건에 의해, 뉴
질랜드의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

  (3) 국가 사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국립도서관 소유의 모든 문헌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혹

은 이용을 다른 당국이나 기타 개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4) 전(3)항은,
    (a) ｢2005년 공공기록물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제11조 (2)항에 따라 적용한다.

구술 역사

제10조 국립도서관에 대한 구술 역사 조항

  (1) 이 조항에서, -
  구술 역사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된 개인적 회고담이나 회상록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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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당 기록으로부터 기인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은 자연인 개인을 의미하고, 궁정 장관, 도서관장, 그리고 모든 국가적 서비스에 종사하

는 고용인을 의미한다.

  국가직무는 부서, 법인, 대행기관 또는 기타 기구이건 간에 뉴질랜드정부와 관련한 국왕의 

모든 기구를 의미한다.

  (2) 만일 구술 역사 자료가, 국가 사서의 서면 또는 행동에 의해 동의된 조건(예를 들어 해

당 정보에 대한 접근 관련 조건)에 따라, 개인에 의해 국립도서관에게 제공된다면, 국왕과 

관련 대행기관(국가사서를 포함)은 당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은,
    (a) 구술 역사자료가 국왕에 의해 혹은 국왕 대신으로 창조되었거나 습득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b) ｢2005년 공공기록물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

제11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존속 

  (1)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으로 알려진 도서관을 둔다. 도서관은 다음의 자료들로 구성된다. 
    (a) 부칙I에서 명시된 유언의 두 번째 추가조항에 의해 웰링턴의 알렉산더 H. 턴불

(Alenxander Horsburgh Turnbull)에 의해 1918년 국왕에게 남겨진 문헌자료;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을 위한 유증자료, 기증자료, 그리고 기타 추가자료 및 

수집자료.
  (2) 국왕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영구히 지속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3) 제15조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는 언제나 국립

도서관의 감독아래 남아 있어야만 한다.
  (4) 전(2)항은 [2005년 공공기록물법] 제26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기록유산 및 문화보물로서 장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에

게 영구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연구 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특히 뉴질랜드 및 태평양 

지역 연구 분야에서 그리고 희귀 서적 분야에서 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c)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국민에 관한 문헌의 포괄적인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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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

  (1)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Chief Librarian) 직무를 둔다.
  (2) 관장은 [1988 국가영역법(the State Sector Act 1988)]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직무에 임명된 

개인을 말한다.
  (3) 관장은 동시에 다음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a) 국가사서의 지위; 또는

    (b) 관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절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사서의 주장

에 의해, 관장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국립도서관에서의 기타 지위

  (4) 이 법의 개시 직전 관장으로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동일한 임기와 조건으로 

이 법의 개시 일에 해당 직무를 계속한다.

제14조 관장의 기능과 권한 

  관장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8년 국가영역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사서에 의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공공 전시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1) 관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뉴질랜드 또는 기타 지역에서 공공 전시를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서 하나 이상의 문헌자료를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전(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관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만 한다.
    (a)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관심; 그리고

    (c) 문헌의 물리적인 조건과 희소성; 그리고

    (d) 문헌이 전시되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e) 문헌의 전시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당국의 관리 및 전달과정에서, 전시 문헌에게 노

출될 수 있는 모든 위험; 그리고

    (f) 제14조에 따라 국가사서에 의해 위임된 기간과 조건.

제3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제16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1)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가이샤키(Kaitiaki)로 불리는 비법

인 기구를 둔다.
  (2) 후견인 기구는 마오리족(Maori)담당 장관과의 협의 후, 관보 고시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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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다. 
  (3) 전(2)항에 의해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을 행한다.
    (a) 마오리족 담당 장관에게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b)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국가 기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후견인으로써 개인의 임용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총 임용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은 후견인으로 재임용 될 수 있다. 
  (5) 후견인은 장관의 의견으로 후견인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 및 자격 조건을 

갖춘 개인이어야만 한다.

제17조 후견인의 목적 

  후견인의 목적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a)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는 영구히 보존된다; 그리고

  (b) 해당 장서들은,
    ( i ) 별도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뉴질랜드 모든 국민들에게 기록유산 및 문화보물로서 장서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해당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연구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 후견인의 기능

  (1) 후견인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a) 연구, 학술활동 또는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뉴질랜드 국민과 다른 도서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문헌을 수집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역량: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이용한 연구 및 접근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제공:
    (c)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호

    (d)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문헌자료를 공공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제15조에 의해 관장

이 내리는 결정

    (e) 다음의 사항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 i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장서의 정체성 및 지위

      (ii) 연구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 구분되는 서비스의 특성

    (f)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보관 및 보존의 타당성과 적합성

    (g)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

  (2) 국가사서와 도서관장은 후견인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를 후견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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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서 

  (1) 도서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의 행사와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국가사서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국가사서는 매년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제14조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된 기능의 수행과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그리고 국가

사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후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b) 전(1)항에 따라 도서관장으로부터 수령된 최신 보고서의 사본 한부를 해당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3) 후견인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 전년도 동안 후견인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

    (b) 전(2)항에서 언급한 국가사서 및 도서과장으로부터 보고

  (4) 장관은 전(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보고서를 하원의회

에 제출해야 한다.
  (5) 이 조항은 [1989년 공공재정법] 제43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 보수 및 수당

  후견인들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돈 이외에 다음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a) 정부 정책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보수; 그리고

    (b) 후견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초래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나 또는 

수당에 대한 보상

제21조 행정

  (1) 후견인들은 매년 최소 3번 이상 만나야만 한다. 
  (2) 국립도서관은 후견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부 도서관정보 자문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22조 위원회의 설립

  (1) 도서관정보 자문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라는 비법인 기구

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6명의 위원까지; 그리고

    (b) 직무상 위원으로서 국가사서.
  (3) 위원회 위원들은 마오리족 담당 장관의 자문을 거쳐, 관보 고시의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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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의 임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임용의 총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위원으로서 재임용 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들은 장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어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를 포함하여 도서관 및 정보 이슈들

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a) 마오리족의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도서관 및 정보 현안들 그리고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b) 뉴질랜드 경제문화생활에서 마오리족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c) 장관에 의해 요청되는 기타 문제들

  (2) 장관에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야 한다.
    (a)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최근의 국가적 및 국제적 개발; 그리고

    (b) 기록유산과 마오리족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정보를 보호, 보전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들과 기관들(예를 들어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간에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제25조 자문기구 

  장관은 위원회와 더불어 도서관 및 정보 현안들과 관련 문제들에 관해 자신에게 조언을 제

공하는 하나 이상의 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위원회와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모든 자문기구는, 이전 시기 동안 자신들의 기능 수행에 관

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보수 및 수당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자문기구의 위원들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의회에

서 승인된 돈 이외에 다음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a) 정부 정책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보수; 그리고

  (b) 위원회나 자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초래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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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수당에 대한 보상

제28조 행정 

  국립도서관은 위원회와 제2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문기구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제4부 국립도서관에 대한 공공 문헌자료 사본의 제공 

제29조 이 부와 관련된 해석

  (1) 이 부에서 다른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권한 부여란 인터넷 문헌과 관련하여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공고된 권한부여를 의미한다.

  전자 문헌은 전자 기록 장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거나 재

현되는 공공 문헌을 의미하며 인터넷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인터넷 문헌은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인터넷상으로 출판된 공공

의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사본제작은 인터넷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제4부에 따라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헌자료의 복사, 저장 또

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쇄업자는 어떠한 인쇄된 공공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인쇄하거나 생산하는 기

업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공공 문헌자료는 다음의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a) 문헌자료를 공공적으로 수집하거나 접근하는 위원들에게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하나 이상의 사본이 

      ( i ) 공중에게 발행된다; 또는

      (i i ) 요청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또는

      (iii) 인터넷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그리고

    (b) 뉴질랜드에서 기타 수단에 의해 인쇄되었거나 생산된 것, 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거

나 주된 사업장이 뉴질랜드를 소재지로 하는 개인에 의해서 뉴질랜드 밖에서 위탁하

여 인쇄 및 생산된 문헌자료; 그리고 

    (c) 1994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존재하거나, 또는 동 법 제27조 (1)항에서 언급

된 종류의 문헌자료; 그러나

    (d)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예를 들면, ISBN이나 ISSN 번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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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 기록물)을 제외하고, [2005년 공공기록법] 제4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록

      (ii) 내용과 형식이 이 법 또는 이전 법에 의해 국가사서에게 이미 주어진 문헌자료의 

내용과 형식에 일치하는 문헌자료의 재 인쇄

  출판은 공중의 구성원들에 의해 문헌자료의 수집이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수
요에 의해 구체화된 방식으로 공공적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자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a) 인쇄된 공공의 문헌 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문헌자료의 출판자; 그리고

    (b) 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 모든 기타 공공의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공중에게 발행되는 

또는 요청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되는 문헌자료의 사본을 뉴질랜드에서 생산하는 개인 

또는 뉴질랜드 밖에서 생산을 위임받은 개인; 그리고

    (c) 인터넷 문헌 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가 발견된 웹 사이트의 내용 전부 또는 웹 사

이트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   

  요구는 제31조 (1)항에 의해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요구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권한부여; 그리고

    (b) 제31조 (4)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수정안

  제한은 모든 종류의 공공 문헌자료의 수집, 이용 또는 접근과 관련하여,
    (a) 문헌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 접근을 방해 또는 방지하는 비밀번호 혹은 기타 요구

를 이용하는 제한, 혹은 요금이나 가격 지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기술적 또

는 기계적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b) 공공 문헌자료에서 기록하거나 요구하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의 문헌자료는 특정 시기의 문헌자료이

다. 그리고 만일 그 문헌자료가 어떤 점에서 변했다면, 그 문헌자료는 이 부(部)의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공의 문헌자료로 간주된다. 

제30조 이 부(部)의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전하여, 어떠한 적절한 조건에 의하여 뉴질랜

드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31조 공공의 문헌자료에 대한 요구의 공고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하여, 공공의 문헌 자료(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를 출판하는 출판업

자에게, 다음에 대해 정해진 수의 사본(3부를 넘지 않음)을 자신의 비용으로 국가사서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인쇄된 형태로 출판된 공공의 문헌자료; 그리고

    (b) 만일 문헌자료가 전자적 문헌이라면 그 문헌자료를 포함하는 매체

  (2) 전(1)항에서 언급된 공공의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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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문헌자료의 최초 출판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또는 만약 있다

면 공고에서 정한 보다 긴 기간); 그리고

    (b)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또는 이

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장관은 관보고시에 의해,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사항 등에 대

한 조건에 따라 인터넷 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의 문헌에 대해, 언제든지 자료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 
  (4) 장관은 관보고시로 전(1)항이나 (3)항에 의거하여 공고된 요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요구조건의 내용

  (1) 요구조건은 다음의 사항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a) 세부조항 (2)에 의거하여,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서, 요구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그리고

    (b) 요구조건이 모든 종류의 공공 문헌자료에 적용이 되는지, 또는 특정 종류의 문헌자료

에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c) 제31조 (1)항에 고시된 요구조건의 경우에, 요구조건이 해당 공공 문헌자료를 출판하

는 모든 출판자에게 적용되는지 또는 그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특정 종류의 출판자에

게만 적용되는지.
  (2) 전(1)항 (a)에도 불구하고, 만일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조A가 적용되는 도서와 관련

한 요구조건은, 1965년 법이 이 법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다면, 전(1)항 (a)에서 정한 3개
월의 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3조 문헌 자료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국가사서를 지원하는 출판자

  (1) 만일 국가사서가 언제든지 문서로 지원을 요구하여 온다면, 요구조건이 관련되는 전자 

자료의 출판업자는, 국가 사서가 문헌자료의 동일한 사본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은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합당한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
  (2) 전(1)항에 의거하는 서면상의 요구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시킬 수 있다.
    (a)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인 문헌자료; 또는

    (b)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전자적인 문헌자료

제34조 국립도서관에서 공공의 문헌자료의 이용  

  (1) 이 조항에서 납본된 문헌자료란, 요구조건에 따라 한 부 이상의 사본이 국가사서에게 제

공되어 왔던, 또는 국가사서에 의해 만들어졌던 공공의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2)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사서와 모든 고용인, 계약자 또는 국립도서관의 대

행인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자적인 형태로 소유하거나,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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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납본된 문헌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이용할 수 있다. 
  (3) 국가사서는 납본된 문헌자료의 3부 이내를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국립도서관의 구내이

든, 그 밖의 지역이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4)항이나 출판자의 동의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국가사서는 해당 문헌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할 수 없다. 
  (4) 만일 납본된 문헌자료가 공중의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이 없이 출판자에 의해 인터넷상

에서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다면, 국가사서는 (3)항에 의해 허락된 방식으로 뿐만 아니

라, 공중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해당 문헌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2)항에서 (4)항까지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은 모든 납본 문헌자료에 

적용된다.

제35조 규정으로서 요구조건의 지위

  요구조건은 1989년 제한법(Regulations Act)의 목적을 위한 규정이다.

제36조 자문

  (1) 장관은 요구조건을 고시하기 전에, 제안된 요구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출판자나 

출판자의 대표들에게 제31조 2항 (b)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기간에 대하여 자문해야 한다.
  (2) 전(1)항은 만일 1965년 국립도서관법이 2003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다면,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조A가 적용되었던 도서와 관련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제37조 문헌자료의 사본

  요구조건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요구조건에 따

라 국가사서에게 제출되는 공공의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해당 문헌자료와 동일한 사본; 그리고

    (b) 뉴질랜드에서 출판된 문헌자료의 최량의 사본과 동일한 기준

제38조 요구조건으로부터의 면제

  (1) 요구조건은 관보고시에 의해 장관에게, 이 요구조건에서 정해진 기준을 근거로 공공의 

문헌자료나 특정 종류 공공의 문헌자료를 요구조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할 수 있다. 
  (2) 장관은 만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관보고시에 의해 요구조건으로부터 공공

의 문헌자료 또는 특정 종류 공공의 문헌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a) 만일 요구조건이 장관에게 요구조건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도록 허가한다면; 그리고

    (b) 서면상의 면제신청이 장관에게 제출된다면; 그리고

    (c) 요구조건에서 제시된 면제기준에 부합하고, 여건상 면제를 주기에 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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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제는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근거하여 부여될 수 있다.
  (4) 면제는 고시에서 명시한 날짜에 그리고 고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

한다.

제39조 요구조건에 부응하는 의무조항

  (1)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해당 요구조건에 부응해야만 한다.
  (2)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그 요구조건에 따라 국

가사서가 해당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만일 출판자명이 인쇄된 공공의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해당 문헌의 인쇄인이 뉴질

랜드에 거주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그 인쇄인은 출판자로서 요구조건에 부응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b) 인쇄인이 요구조건에 부응한다면, 인쇄인은 출판자로부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제40조 위반과 벌금

  합당한 이유 없이 제39조 준수를 위반하는 출판자 또는 인쇄인은 약식판결에 의해 $5,000이
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1조 유보

  (1) 제46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립도서관법의 제30조A는, (1965년 법의 제30조A에

서 정의된 대로) 서적의 출판일이 이법의 개시 전일이라면, 해당 도서와 관련하여 지속

적으로 적용된다.
  (2) 전(1)항은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조A에서 언급된 30일의 기간이 이 법의 개시 전에 

또는 개시 일에 또는 개시 후에 만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서적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42조 과도 조항

  제46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립도서관법의 제30조A는 만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

당된다면 서적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만일 출판 날짜가 (1965년 법의 제30조A에서 정의된 대로) 이 법의 개시일이나 개시 

후의 날짜라면; 그리고

    (b) 어떠한 요구조건도 해당 서적과 관련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43조 국가사서의 제한 받지 않는 기타 권한 및 권리

  이 부(部)는 공공 문헌과 관련하여 국가사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제한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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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국립도서관 이사회의 해산 및 기타 조항

국립도서관의 이사회의 해산

제44조 이사회의 해산

  (1)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국립도서관 이사회로 불리는 기구는(이 조항

에서 이사회로 불린다) 해산된다.
  (2) (3)항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자격과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과 채무는 

이 법의 개시 일에(국립도서관을 통해 활동하는) 국왕에게 귀속된다.
  (3) 만일,
    (a) 이사회가 유언이나 신탁의 집행인이나 수탁인으로 지명된다면(이사회의 해산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그러면, 만일 관련 유언이나 수탁 증서가 달리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해산에 관해 그리고 해산으로부터, 국가사서는(국왕을 대신하여 일하는) 그 유

언이나 신탁의 집행자나 수탁인으로서 이사회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b) 이사회는 유언이나 신탁에 따른 신탁 수익자이다(이사회의 해산 전이나 후에 시행되

었거나 창설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러면, 만일 관련 유언이나 신탁증서가 명백하

게 달리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해산에 관해 그리고 해산으로부터(국립도서관

을 통해 활동하는) 국왕은 해당 유언이나 신탁에 의거한 수혜자로서의 이사회의 지위

를 갖는다.
  (4) 국립사서는 이 법의 시행 후 실천할 수 있는 한 바로, 해당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공되었

던 마지막 해의 말로부터 이법의 개시일 까지 기간 동안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

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5) 장관은 1989년 공공재정법의 제44조A에 근거하여 의회 하원에게 전(4)항에서 언급되었

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45조 규칙

  총독은 위원회 명령에 의해, 해당 행정에 필요하거나 법령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데 필

요한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해 초래된 문제에 대한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폐기, 폐지, 개정

제46조 폐기 및 폐지

  (1) 1965년 국립도서관법은 폐기된다.
  (2) 1966년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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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결과 및 관련 개정

  부칙 2에서 정한 법령들은 해당 부칙에서 서술된 방식으로 개정된다(이하 부칙 생략).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http://www.natlib.govt.nz/>
2) The New Zealand Library Association Inc. (LIANZA). 
   <http://www.lianza.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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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1. 독일의 도서관 

 

  독일연방공화국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문화의 전통이 강한 

행정체계상 도서관정책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은 주로 주(州)정부에서 운영되고, 연방

수준에서 제정 ‧ 실시되는 도서관 관련법령은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이 유일하

다. 현재 연방정부 내에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특별한 전담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독일의 도서관들은 역사 문화적 특성상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 ‧ 공립도서관

들은 특정 관종을 고집하기 어려울 만치 제도상의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지역소재 

대학도서관이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

가가 지정하는 연구도서관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공립학교도서관 역시 지역주민의 이용에 개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편익에 대한 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행정원

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셈이다.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주정부의 장려금으로 운

영되지만, 로마가톨릭교회와 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 200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도서관이 5,788개관(54.7%)인 반면, 교

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지역공공도서관이 무려 4,687개(44.3%)나 되고, 회사에

서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도 109개관(1.0%)이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도서관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한 [도서관 ’93]에서는, 독일 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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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협력활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도서관들은, 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 및 분관규모

의 공공도서관 활동으로 묶이는 제1수준, 문헌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립중앙

도서관 규모의 제2수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대형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제3수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국

립도서관과 전문연구도서관들이 포함되는 제4수준으로 나뉘어, 전국적인 수준별 도

서관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독일국립도서관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이하 ‘독일국립도서관법’)｣은 

국가적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임무를 독일국립도서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1947년 개관)’

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Deutschen Bűcherei, 1912년 개관)’, 베를린 소재 ‘독

일음악자료관(Deutschen Musikarchiv, 1970년 개관)’을 포함하는 복수의 국립도서관체

제를 구축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은 원래 2차대전 이전 독일제국의 국립도서관이었

던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이 공산권으로 속하면서, 구 서독지역 중앙도서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시 및 하센(Hassen)주

의 공법에 따라 독일 출판 및 서적거래업자들의 출자금으로 설치한 재단법인 조직이

었으나, 1969년 당시 독일 출판물에 대한 납본업무 수행과 국가서지작성의 필요를 인

정한 연방의회의 ｢독일도서관법｣ 제정으로 비로써 독일연방공화국 중앙도서관의 법

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라이프찌히 ‘독일서

적관’을 통합하여 ‘독일도서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 29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국립도서관법｣에 따라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이라는 새로

운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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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된 새로운 ｢독일국립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기

매체 등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의무 대상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의 공표

저작물(medienwerke in unkőrperlicher form)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납본의무

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상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국립도서관이 로봇

에 의한 수집(harvesting)이 가능하도록 독일국립도서관이 지정하는 상태로 인터넷에 

개방하기만 하면 되며, 다만 납입대상 출판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즉, 인터넷 

저작물의 메타데이터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납본에 의한 출판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답게 ｢독일국립도서관법｣은 납본의

무자가 공표저작물을 적시에 납본하지 않는 경우 행정규칙위반으로 1만유로(약1,300

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의 내용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국립도서관의 정책결정에서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13인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구성원에 출판 

및 서적판매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 파견자 2명, 연방정부 문화 ‧ 매체부 파견 3명, 독일출판및판

매업자조합 파견 3명, 그리고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

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합,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라이프찌히시 당국 등의 

파견자 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출판 및 판매업자들의 노력으로 출발을 보게 된 국가도서관 설립이력의 역사적 특

성을 반영하여, 출판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도서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서관과 긴

밀한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 할 수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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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Gesetz ű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DNBG)

  연방의회는 다음의 법률을 의결하였다.

제1조 법률상의 지위, 소재지

  (1) 독일국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심적 보존도서관 · 전
국서지센터로 한다. 

  (2) 도서관은 라이프치히의 독일서적관(Deutsche Bȕcherei),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독일도

서관(Deutsche Bibliothek) 및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s Musikarchiv)을 가지는 연방직속

의 권리능력을 갖는 공법상의 시설로 한다. 도서관의 소재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

로 한다. 

제2조 임무, 권한

  도서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가진다. 
  1. 다음 각 호의 공표저작물을 원상으로 수집, 서지 편목, 색인, 영구 보존하는 한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및 국가서지를 서비스하는 것.
    a) 1913년 이래 독일에서 공표된 공표저작물(Medienwerk)
    b) 1913년 이래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진 공표저작물 

  2. 1933-1945 독일망명자 기록보관소(Deutsche Exilarchiv), 안네 프랑크 쇼아(Anne- Frank- 
Shoah) 도서관, 독일도서및활자박물관(Deutsche Buch-und Schriftmuseum)을 운영하는 것.

  3.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전국적 혹은 국제적 전문기구와 공동 협력하는 것.

제3조 공표저작물

  (1) 공표저작물이란 유체로서 배포되고 또 무체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텍스트, 이미지 

및 소리에 의한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2) 유체의 공표저작물이란 종이, 전자적 저장매체 및 다른 매체상의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3) 무체의 공표저작물이란 공개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4)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영화작품 및 전적으로 방송에서 내보내는 작품은 이 법률의 규정

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 정관, 이용, 비용부담의무

  (1) 도서관은 관리위원회 구성원 3/4 이상의 다수에 의해 승인된 자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 정관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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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공시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장서는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이용규칙에 따라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서 및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의무를 수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요금표에 따라 정한다. 요금표는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도서관의 기관으로 한다. 
  1.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2. 도서관장(Director General)
  3. 심의회(Advisory Committees)

제6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

라 임명된다. 
    1. 연방의회는 2명을 파견한다.
    2. 연방정부는 3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2명을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

관청 당국으로부터 파견한다. 
    3. 독일출판및판매업자조합은 3명을 파견한다. 
    4.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맹,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및 라이프치히시 당국은 각각 1명씩을 파견한다. 
  매 구성원마다 각각의 대리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에 소속하는 사람으로서 연방정

부가 파견하는 구성원이 맡는다. 
  (3) 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이 법률이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관리위원회는 도서관과 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항 전부에 대해 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 특히 예산안을 확인하고 회계검사 종료 후 도

서관장의 업무집행을 시인하며 제20조의 규정에 기초해 법규명령의 안에 대해 의견을 표

명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문 처음 문장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 그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6)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상급 행정당국이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지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개별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장

  (1)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위원회 또는 도서관 최상급 행정당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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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2) 도서관장은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도서관을 대표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직원의 인사문

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위자가 된다. 

제8조 심의회

  (1) 심의회는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리위원회 및 도서관장에게 조언한다. 
독일음악자료관에 관계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게서 자문

을 받는다. 
  (2) 관리위원회는 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까지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반수는 독일출판 

및 서적판매업자조합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된다.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위원장도 심의

회에 소속한다.  
  (3) 관리위원회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 이하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1/4씩을 독일음악출판사연맹 및 연방음악산업연맹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한다. 심의회의 

위원장도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 소속한다.
  (4)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 합법성의 감독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최상급 연방 당국은 도서관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

  (1) 도서관은 연방공무원법 제12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도서관장과 라이프치히 및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상임도서관장 대리는 관리위원회의 제

안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제안은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권한이 정관으로 도서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

서 기타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 피고용인

  직원(Angestellter) 및 노동자(Arbeiter)의 노동관계에는 연방정부의 피고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노동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피고용인들이 가져야 

할 파산 이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주택복지

  건물, 주택 및 임차시설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은 도서관 및 그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제13조 예산, 회계검사

  (1) 도서관의 예산운영, 현금관리 및 회계시스템과 결산서작성 및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연방

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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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안의 심의와, 회계감사 종료 후 도서관장의 면책에 관한 결의에는 관리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산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연방정부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하

며, 승인에 관한 투표는 만장일치로 실시된다. 
  (3) 예산안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최상급 연방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도서관예산은 연방예산의 기준에 따라 연방으로부터 재정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납본의무

  (1)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유체의 공표저작물 2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빌려주기만 하는 악보(대출용 자료)에 대해 납본의무를 지는 

자는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1부를 납본해야 한다. 
  (2) 최초에 배포권을 가지는 자가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경우,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b의 규정에 기초해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3)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무체의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4) 공표저작물이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본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도서관은 독촉을 시행하는 한편 그 후 3주가 경과한 후에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해당 공표저작물을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납본의무자

  공표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며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자는 납본의무를 진다. 

제16조 납본절차

  납본의무자는 공표저작물을 결함이 없고 무기한 이용 가능한 완전한 상태로 도서관에 의한 

계속적인 아카이빙에 적합하게 하여 무상 또는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배포되거나 공공

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도서관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에 납본해

야 한다. 무체의 공표저작물은 도서관이 제시한 지시에 의거해서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제17조 정보제공의무

  납본의무자는 도서관에 공표저작물을 납본할 때 도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

로 제공해야 한다. 납본의무자가 전문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배포

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정보를 납본의무자의 비용부

담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보조금

  무상에 의한 인도가 부당하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도서관은 유체 공표저작물의 복제물 생산

비용에 대해 납본의무자에게 보조금(Zuschuss)을 제공한다. 상세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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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료규정

  (1)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정적 위반이 된다. 
    1.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표저작물을 납본하지 않고, 적

절하게 납본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납본하지 않고, 게시된 방식으로 납본하지 않고, 
적시에 납본하지 않은 경우

    2. 제17조 제1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

고, 완전한 상태로 제공하지 않고,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납본의무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는 질

서위반이 된다. 
  (3) 질서위반은 1만유로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4) 도서관은 행정적 위반에 대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당국이 된다. 

제20조 위임받은 행정명령

  의무 납본 요구의 체계적인 수행과 도서관 측에 대한 부당한 비용지불을 방지하고, 불공정을 

피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구성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의 문

제들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 수집, 정리, 서지작성, 보존 및 이용제공에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특정 종류의 공표저작

물의 납입의무 및 수집의무의 제한

  2. 의무적 납본의 대상이 되는 공표저작물의 특성, 그리고 공표저작물이 다른 판으로 배포되

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본 

  3. 공표저작물이 납본절차

  4. 보조금제공의 조건 및 절차

제21조 주의 법령

  공표저작물의 납본에 관한 주의 법령은 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시행, 실효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2001년 10월 29일의 명령(연방법률공보 제Ⅰ

부 2785, 2800페이지)의 제7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1969년 3월 31일의 독일도서관법(연방법

률공보 제Ⅰ부 265페이지)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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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03」

- ｢도서관서비스기술법(LSTA)｣과
 ｢박물관서비스법(MSA)｣을 통합한 대체법률

  미국의 도서관관련 정책추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제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허용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최대한의 권한과 자율을 보장받는 연방제의 특

징에 따라,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실질적 집행은 주정

부가 책임을 지는 이원적 체제로 구성된다.

  연방수준에서 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법령은 2003년 제정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 이하 MLSA)｣이다. 이 법은 

원래 1996년 제정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LSA)｣이 의회 세출예산지출에 대해 가

지고 있던 2002년까지의 권한을 2009까지 연장하고 도서관 ․ 박물관 관련 정책의 제도

적 개혁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재수권법이다. 

  장애인 ․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퇴치를 

특징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도서관서비스진흥 정책은, 1956년 농촌지역 도서관서비스 

보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관서비스법(Library Service Act, 이하 LSA)｣에서 출발한

다. 1964년에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도서관과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포함

하는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Act, 이하 

LSCA)｣이 LSA의 대체 법률로 제정되었고, 이는 기술이용과 자원공유를 강조하는 

1996년 ｢도서관서비스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 이하 LSTA)｣으로 대

체될 때까지 무려 30년간 미국 도서관정책의 주축으로 기능하였다. 

  연방정부는 1996년 LSCA의 대체입법으로 LSTA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도서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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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1976년 제정 ｢박물관서비스법(Museum Service Act, 이하 MSA)｣
을 합쳐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LSA)｣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도

서관과 박물관으로 나뉘었던 조성사업의 구조를 통합할 목적으로 ‘전미 예술 및 인문 

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의 하부조직으로 ‘박물관도서

관서비스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을 설치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도서관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심의 ‧ 집행하는 관련기구로는 대통

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도서관정보과학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하 NCLIS)｣와 연방정부의 교육부, 의회도서관, 연방정부의 박물

관‧도서관 조성기금을 관리하는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이하 IMLS)｣ 등이 있다.

  NCLIS는 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기타 공공 및 민

간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1970년 [공법 91-345]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

문기구이고, IMLS는 과거 연방정부 교육부의 도서관계획과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의 

도서관 및 박물관 조성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96년 ｢전미 예술 및 인문 

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이하 NFAH)｣）소속으로 설립

된 독립기구이다.

  2003년 ｢박물관도서관법｣에서는 IMLS 아래 ｢전미 박물관 ‧ 도서관서비스위원회

(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 이하NMLSB)｣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미국 연방정부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진체계에는 다소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

라 NCLIS가 1996년 ｢박물관도서관법｣에 의해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원(IMLS)｣의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권한 및 책무에 자문하도록 부여받았던 정책적 조언기능은 폐

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전미 박물관 ‧ 도서관서비스위원회(NMLSB)｣가 연방정부의 

도서관 ‧ 박물관 지원기금운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연방기구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도서관정책에 자문 및 제안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국가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NCLIS)｣의 의장은, 2003년 ｢박물관도서관법｣의 9105a조에 의거

하여 NMLSB의 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결국 ｢전미 박물관‧도서관서

비스위원회(NMLSB)｣가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 도서관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최종

적인 심의 ‧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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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03｣

제Ⅰ절  총칙

제9101조 일반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1) 외설적인 것의 인정

     ｢외설적인 것의 인정(determined to be obscene)｣은, 합중국의 기록재판소 및 재판관할권을 

갖는 상급재판소의 결심판결에서 외설적이라고 정의된 것을 말한다. 
  (2) 원장

     ｢원장(Director)｣은 제9103조에 근거해 임명된 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3) 최종판결

     ｢최종판결(final judgment)｣은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을 말한다. 
    (A) 해당 판결의 재심리에 권한을 갖는 다른 재판소에 의해 재심리가 실시되지 않는 것

    (B) 다른 재판소에 의한 재심리가 되지 않는 것

  (4) 인디언부족

     ｢인디언부족(Indian tribe)｣은 ‘알래스카원주민정착요구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 [합중국법전 제43편 제1601조 이하]에 정의된, 혹은 그에 따라 설치된) 알래스카 

원주민의 촌락, 지역법인 혹은 촌락법인을 포함한 모든 부족, 결사체(band), 국가 또는 

기타 조직적인 집단 혹은 공동체로, 인디언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합중국이 인디언에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내무장관에 의해 인정받은 집단을 

말한다. 
  (5) 진흥원

     ｢진흥원(Institute)｣는 제9102조에 근거해 설치된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말한다. 

  (6)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는 제9105a조에 근거

해 설치된 ｢전미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를 말한다. 

  (7) 외설

사업계획에 관계된 ｢외설(obscene)｣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현대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평균적인 사람이 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적호기

심을 자극한다고 느끼는 것

    (B) 그 사업계획이 명백히 불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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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인 가치가 

없는 것

제9102조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진흥원

  (a) 설치

     ｢전미 예술 및 인문 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하에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을 둔다.

  (b) 사무국

     진흥원은 ｢박물관서비스사무국(Office of Museum Services)｣ 및 ｢도서관서비스사무국

(Office of Library Services)｣으로 구성된다. 
  (c)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제9105a조의 규정에 근거해, 진흥원 아래에 ｢전미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를 둔다. 

제9103조 진흥원의 원장

  (a) 임명

    (1) 일반규정

       진흥원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원장을 장으로 한다.
    (2) 임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자격

       1996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의 제정일[1996년 9
월 30일 제정] 이후에 최초로 원장직에 임명된 사람으로부터 한명 간격으로 원장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에서 임

명되어야 한다. 1996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법의 제정일 이후, 원장직에 두 번째로 임

명된 사람으로부터 한명 간격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박물관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능력

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b) 보수

원장은 합중국법전 제5편 제5314조에 근거한 <관리직자봉급표(Executive Schedule)>
의 Ⅲ급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c) 책무 및 권한

원장은 이 장에서 정하는 활동에 재정원조 하는 것을 포함해,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책

무를 수행하는 한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d) 위임의 금지

원장은 이 직무기능을 진흥원의 간부직원 또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e) 조정

원장은 진흥원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박물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개선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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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책임을 지니는 연방정부의 기타 기관 및 관청의 정책, 활동과의 조정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원장은 적당한 경우에 제Ⅱ절에 기초한 활동에 관해 1965년 ｢초등중등교

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제1251조 [합중국법전 제20편 제

6383조]에 기초한 활동과의 조정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f) 감독권한

원장은 이 절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g) 신청철차

    (1) 일반규정

       이 장에 근거한 재정지원의 수급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원장이 규

칙에 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 및 평가

       원장은 이 장에 근거해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야 한다. 
이 법률 [제9101조이하]에 기초해 해당절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서, 진흥원 및 원장

이 취해야 할 조치는 진흥원 및 원장의 재량에 맡긴다. 원장은 해당 절차의 제정에 즈

음하여, 미국 국민의 양식에 관한 일반기준에 견줄 수 있는 다양한 신조 및 가치관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일반적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서의 평가기준이 이 장의 목적에 일

치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한다.
    (3) 외설로 인정되는 사업계획의 처리

      (A) 일반규정

          제2호에서 인정하는 절차로는, 외설은 진지한 문학적 ‧ 예술적 ‧ 정치적 ‧ 과학적인 가

치가 없는 한편, 보호될만한 언론이 아닌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B) 금지규정

         외설이라고 인정되는 사업계획에, 이 장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하면 안 된다. 
      (C) 불승인 신청서의 처리

         원장에 의한 신청서의 불승인은, 신청자가 재정원조를 요구한 사업계획이 외설적인

가 아닌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또한 외설적인가 아닌가의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9104조 부원장

  ｢도서관서비스사무국｣은 대학원의 도서관학 학위를 갖는 한편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관한 전

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원장이 임명한 부원장에 의해 운영된다. ｢박물관서비스

사무국｣은 박물관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원장이 임명한 부원

장에 의해 운영된다.

제9105조 인사

  (a) 일반규정

원장은 합중국법전 제5편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진흥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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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고용자를 임용하여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b) 기술 및 전문직원의 임용 및 보수

    (1) 일반규정

       원장은 제2호에 따라, 원장이 진흥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술

직원 및 전문직원을, 경쟁적 역무에 있어서의 임용을 규율하는 합중국법전 제5편의 규

정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으며(등급별 및 일반봉급표 봉급액General Schedule pay 
rates)에 관련하여), 동편 제51장 또는 제53장 제Ⅲ절 [합중국법전 제5편 제5101조 이하 

또는 제5331조 이하]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 수 및 보수

       제1호에 근거해 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용자 수는 진흥원의 일반직 또는 전문

직의 상근피고용자수의 1/5 이내로 한다. 제1호에 근거해 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피

고용자의 기본급은, 제5편 제5332조에 근거한 일반봉급표의 GS-15급에서 정하는 봉급

액을 넘을 수 없다.
  (c) 자원봉사 활동

     원장은 개인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받아들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한편, 봉사자들에 대

해 합중국법전 제5편 제5703조에 근거해 연방정부 서비스에 비상근적으로 고용되는 사람

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금액 및 동일 범위 내에서, 생활급에 대신하여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105a조 미국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a) 설치

진흥원 하에 ｢미국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라 칭하는 위원회를 둔다.

  (b) 구성원

    (1) 인원 및 임명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원장

      (B) 도서관서비스사무국 담당부원장

      (C) 박물관서비스사무국 담당부원장

      (D) ｢국가도서관정보위원회(NCLIS)｣ 위원장

      (E) 합중국의 시민으로서 도서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훈련, 경험 또는 도서관

에의 공헌에 의해 특히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임명한 10명
      (F) 합중국의 시민으로서 박물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훈련, 경험 또는 박물관에

의 공헌에 의해 특히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

인을 얻어 임명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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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요건

      (A) 도서관 구성원

         제1호(E)에 근거해 임명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위원회｣의 도서관분야 구성원은, 다
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당한다. 

       (ⅰ) 5명은 도서관정보학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Ⅰ) 도서관전자정보와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도서관정보학의 기술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Ⅱ) 낙후지역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요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ⅱ) 나머지는 합중국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요구에 관한 전문적 능력 또는 지식을 

가진 사람

      (B) 박물관 관계의 구성원

         제1호(F)에 근거해 임명된 ｢박물관 ‧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박물관 관계의 구성원

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당한다. 
       (ⅰ) 5명의 박물관분야 구성원은 다음에 속하거나 관련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Ⅰ) 합중국의 학예적, 보존적, 교육적, 문화적인 자원(resources)을 종합적으로 대표하

는 자원; 혹은

        (Ⅱ) 과학, 역사, 기술, 미술, 동물원, 식물원에 관련된 박물관 및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을 포함한 각종 박물관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박물관

       (ⅱ) 나머지는 박물관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 전문지식 혹은 경험, 박물관에의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3) 지리적 기타 요건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구성원은 합중국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임명해야 한다. 동시에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는 같은 주에서 임명된 구성원이 

3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박물관 및 

도서관에 관계되는 여성, 소수집단 및 장애자를 공평하게 대표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4) 표결

       원장, ｢도서관서비스사무국｣ 담당 부원장, ｢박물관서비스사무국｣ 담당 부원장, ｢국가

도서관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표결권이 없는 구성

원이 된다.
  (c) 임기

    (1) 일반규정

       이 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b)항 제1호(E) 또는 (F)에 근거해 임명된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각 구성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최초의 위원 임명

      (A) 발효일에 위원인 사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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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2003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법｣의 제정일[2003년 9월 25
일 제정]에 ｢전미 박물관서비스 위원회(National Museum Services Board)｣의 구성원

인 사람은 각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임기를 만료시킬 수 있다.
      (B) 최초의 임명

          (b)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A)를 적용한 후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최초

의 구성원에 임명 상 결원이 생긴 경우 및 (A)에 정하는 사람의 임기만료에 따라 생

기는 해당구성원의 결원은, 동조 (b)항 제1호 (E)에서 정하는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

으로써 보충해야 한다.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가 도서관서비스 분야에 특히 

적임인 사람 및 박물관서비스의 분야에 특히 적임인 사람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B)의 규정은 효력을 잃고,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C) 임기의 조정권한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에 임명된 최초 위원의 임기에 대해, 동일 연도에 

임기 만료되는 구성원을 4명 이내로 하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에 의해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정은 임명에 즈음해 조정이 끝난 

임기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결원

  결원보충을 위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구성원의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4) 재임

        7년 이상 계속해서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재임될 

자격이 없다.
    (5)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의 직무

       이 항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에 임명되었던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d) 책무 및 권한

    (1) 일반규정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는 이 절에 근거해 주어지는 재정원조를 포함하여 진흥

원의 박물관서비스 및 도서관서비스에 관계하는 책무, 권한 및 권능에 관한 일반방침

에 대해 원장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포상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는 제9107조에 근거한 포상의 수여에 대해, 원장에게 조

언하는 것으로 한다.
  (e) 의장

     원장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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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규정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는 원장의 요구에 응해,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2) 표결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책무 및 권한의 행사에 관한 일절의 결정은, 동위원

회에 출석하는 동시에 표결권이 있는 위원의 과반수에 의해 정한다. 
  (g) 정족수

공식회의에 있어서 의사운영의 정족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표결권을 갖

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정족수에 이르지 않는 구성원에 의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h) 보수 및 여비

    (1) 보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구성원이며 연방정부의 간부직원 또는 피고용자가 

아닌 사람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책무에 전념하는(출장기간을 포함) 날
짜에 대해, 합중국법전 제5편 제5108조에 근거한 일반봉급표 GS-15급보다 상위의 관직

에 인정되는 최고연봉의 일당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이 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구성원이며 연방정부의 상근 간부직원 또는 피

고용자인 사람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에 있어서의 역무 제공으로, 추가적인 

보수, 여러 수당 또는 급부를 받을 수 없다. 
    (2) 여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은 합중국법전 제5편 제57장 Ⅰ절 [합중국법전 

제5편 제5701조 이하]에 근거한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해 생활급을 대신하는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받을 수 있다. 
  (ⅰ) 조정

     원장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진흥원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그 

외 연방정부의 활동과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106조 기부

  진흥원은 합중국의 이름으로 금전 기타 재산, 역무의 기증, 유증을 권유, 인수, 수령, 투자하는 

권한 및 그 재산, 역무를 진흥원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진흥원이 

인수한 후 그 기증 또는 유증에서 생기는 수입은 증여자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진흥원의 원장

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원장은 특별이자부 예금에 있어서의 수입을, 그 때마다 진흥원의 특정 

목적을 위한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제9107조 포상

  원장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매년 지역사회에의 서비스에 두드러지

게 공헌한 우수한 도서관 및 박물관에 각각 ‘전미도서관서비스상(National Awards for Library 
Service)’ 및 ‘전미박물관서비스상National Awards for Museum Service)’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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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8조 박물관도서관 서비스의 영향분석

  원장은 제9123조(c)항 및 제9175조(b)항에 기재된 금액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박물관도서관 서비스의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 그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

    (A) 주정부 도서관 행정기관

    (B) 주, 지역 및 국가의 도서관 및 박물관의 조직

    (C) 기타 관련 기관 및 조직

  (2) 제Ⅱ절 및 제Ⅲ절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 제공되는 박물관서비스 및 도서

관서비스에 관한 전미의 요구 및 경향을 확인할 것

  (3)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진흥원이 사용가능한 자금을 이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영

향 및 효과에 관해서 보고 할 것

  (4) 제1호에 기재된 기관 및 조직체에 대해서, 해당프로그램에 관한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한

편 이에 관한 정보를 보급할 것

제9109조 건설비로서의 유용 금지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도서관서비스기술법｣, ｢박물관서비스법｣을 집행하기 위해 할당된 

자금은, 건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Ⅱ절 도서관서비스 및 기술 

제9121조 목적

  이 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의 도서관서비스 · 프로그램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

  (2) 합중국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종에 있어서 도

서관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

  (3) 교양 있고 정보에 정통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관종에 있어서 자료에의 접근을 편

리하게 하는 것

  (4) 공중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경제적 · 효과적인 제공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관종 간 자

료의 공유를 장려하는 것

제912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1) 도서관

｢도서관(library)｣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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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서관

    (C) 학술도서관(Academic Library)
    (D)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 이 절의 목적을 위해 의미하는 바는,
      (ⅰ) 학술연구에 적절한 도서관서비스 및 도서관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도서관

      (ⅱ) 고등교육기관의 불가분한 부분이 아닌 도서관

    (E) 사립도서관 또는 기타 전문도서관. 단, 해당 사립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이 있는 주가 

이 절의 목적을 위한 도서관으로 간주했을 경우로 한정된다. 
  (2) 도서관컨소시엄

     ｢도서관컨소시엄library consortium)｣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자원을 조직적 ·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지방‧주‧지역, 여러 주에 걸친 국제적

인 도서관 조직체의 협력기구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State)｣라는 용어는, 합중국 50주의 각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및 파라우가 포함된다. 

  (4) 주도서관 행정기관

｢주도서관 행정기관State library administrative agency)｣이란 주의 법률에 의한 주 전체의 

공공도서관서비스의 확장 및 발전에 책임을 지는 주의 공적기관을 말한다. 
  (5) 주의 계획서

｢주의 계획서(State plan)」란 공식 지정된 주도서관 행정기관이 이 절의 모든 국면을 관리

하는 행정적 · 법적인 권한 및 능력을 갖는 것을 보증하고, 이 절에 근거한 모든 프로그램

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 정책, 우선순위, 기준 및 절차를 책정하는 것을 보증하여, 원장이 

공포한 규칙에서 요구되는 승인을 위해 사본을 제출하고, 주의 도서관 요구를 특정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절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연방자금의 원조에 의해 유

지되는 활동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보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9123조 세출예산화의 수권

  (a) 일반규정

이 절을 집행하기 위해 2004 회계연도에 2억3200만달러, 2005 회계연도에서 2009 회계연

도까지 필요로 하는 예산액의 세출을 수권한다. 
  (b) 회계연도 개시 전의 자금조달

    (1) 일반규정

       계속 중인 도서관활동 및 사업계획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의 재정원조에 관해, 
적절한 통고가 연방, 주 및 지방의 책임 직원에게 갈 때까지, 이 절에 기초한 프로그램

의 조성계약 및 지불에 요구되는 경비는, 그 활동 및 사업계획이 실시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세출 예산법에 계상하는 것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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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출예산의 추가승인

       (a)항에 의해 승인된 세출예산조치의 시기를 이행시키기 위해, 이 절에 근거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속하는 2회계연도로 나뉘는 세출예산을(동일한 세출예산법인지 아

닌지에 관계없이) 이 조를 적용하여 1회계연도로 성립시킬 수 있다.
  (c) 관리예산

1회계연도에 대해서 이 조에 근거해 할당된 자금의 3.5%까지를 이 절 [제9121조이하]을 

집행하기 위한 연방행정비용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제Ⅰ관 기본적 프로그램 요건

제9131조 유보 및 할당

  (a) 유보사항

    (1) 일반규정

       원장은 제9123조의 권한에 기초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으로부터 다음 각 호를 유

보해야 한다. 
      (A) 제9161조에 의한 조성금의 1.75%
      (B) 제9162조에 의한 지도자 육성을 위한 조성금 또는 계약의 3.75%
    (2) 특별규칙

       제1호(B)에 따라 1회계연도에 유보한 자금이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충당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자금이 유보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년도에 (b)항에 따라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b) 할당

    (1) 일반규정

       원장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9123조의 권한에 근거해 할당되는 동시에 (a)항에 근거해 

유보되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제3호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서, 최저할당액으로부터의 조

성금을 각 주에 교부해야 한다. 해당연도의 최저 할당을 실시해 아직 잔여가 남은 경우

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잔여금

       원장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a)항에 근거해 유보되지 않으며 제1호에 근거해 할당되

지 않은 제9123조의 권한에 근거한 세출예산의 잔여금으로부터, 모든 주의 인구에 대

조되는 해당 주의 인구와 동일한 비율을 그 잔여금에 적용한 금액으로 각 주에 조성금

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3) 최저할당

      (A) 일반규정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각 주에의 최저할당액은 34만달러로 한다. 단 미국령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및 파라우에의 최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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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액은 4만달러로 한다. 
      (B) 비례적 감액

         (A)의 규정에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9123조의 권한에 근거해 할당되는 동시

에 (a)항에 근거해 유보되지 않은 금액이 (A)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하는데 충분하지 않

은 경우에는, (A)에 근거해 각각의 최저할당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C) 예외규정

       (ⅰ) 일반규정

           (A)의 규정에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9123조의 권한에 근거해 할당되며 

(a)항에 근거해 유보되지 않은 금액이, 이 항에 기초한 모든 주에의 할당총액을 웃

돌 때에는 2003 회계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액하는 것으로 한다. 
        (Ⅰ) (A)의 규정에 근거해 34만 달러의 최저할당액을 받게 된 각 주의 최저할당액을 

68만 달러로 증액한다.
        (Ⅱ) (A)의 규정에 근거해 4만 달러의 최저할당액을 받게 된 각 주의 최저할당액을 6만 

달러로 증액한다.
       (ⅱ) 대체적 최저액과 관련된 자금의 부족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9123조의 권한에 근거해 할당되는 동시에 (a)항에 근거해 

유보되지 않은 금액이 2003 회계연도에 있어서 이 항에 근거한 모든 주에의 할당

총액을 웃돌지만 (ⅰ)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

과분을 우선 각 주에의 최저할당액인 전기의 34만 달러를 공평하게 증액하기 위해 

(ⅰ)(Ⅰ)에서 정하는 각 주에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ⅰ)(Ⅰ)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

된 회계연도에 있어서 아직 잔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각 주에의 최저할당액인 전

기의 4만 달러를 공평하게 증액하기 위해 (ⅰ)(Ⅱ)에서 정하는 주에 할당하는 것으

로 한다.
      (D) 특별규정

       (ⅰ) 일반규정

원장이 이 (D)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활동을 이 

절에 따라 실시하기 위해서, 원장은 이 항의 기타 규정에 관계없이 이 항에 근거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및 파라우에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미국령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및 파라우에 조성금

을 교부해야 한다.
       (ⅱ) 조성금 교부의 근거

원장은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지역교육진흥원(Pacific Region Educational 
Laboratory)에서 얻을 수 있는 제언을 고려하면서 (ⅰ)의 규정에 준거해 경쟁베이스

로 조성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ⅲ) 관리비

          원장은 이 (D)의 규정에 근거해 조성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5%까지를,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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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해 원조되는 활동에 관해 태평양지역교육진흥원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 
    (4) 데이터

       각 주 및 전체 주의 인구는 국세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에서 입수한 최신 데이터에 

기초해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132조 관리

  (a) 일반규정

     각 주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 이 절에 근거해 받는 자금총액의 4%까지를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b) 건설비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제9134조(c)항에 근거한 평가에 관계된 경비를 이 절 이외의 재원에

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9133조 지불, 연방분담금, 협력요건의 유지

  (a) 지불

원장은 제9123조에서 정하는 세출예산에 따라, 제9134조에 근거해 승인된 주의 계획서가 

있는 주도서관 행정기관에, 주의 계획서에서 정하는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연방분담

금을 지불해야 한다. 
  (b) 연방분담금

    (1) 일반규정

       연방의 분담 비율은 66%로 한다. 
    (2) 연방이외의 분담금

       연방 이외의 단체가 지불하는 분담금은 연방 이외의 재원, 주, 지방의 재원으로부터 지

출된다. 
  (c) 노력요건의 유지

    (1) 주의 경비

      (A) 요건

       (ⅰ) 일반규정

           이 관에 기초한 할당에 따라 1회계연도에 주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회계년도 주의 경비 수준이 전 회계연도에 앞서는 3회계

연도의 해당경비의 총액의 평균치를 밑도는 경우에 삭감된다. 매 회계연도에 있어

서 할당감액은 다음의 비율을 곱한 할당액과 같은 것으로 한다. 
        (Ⅰ) 결정된 회계연도에 앞서는 3회계연도의 해당 주의 경비총액의 평균치에서, 결정

된 회계연도의 해당 주의 경비의 수준을 줄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분자로 한다. 
        (Ⅱ) 결정된 회계연도에 앞서는 3회계연도의 해당 주의 경비총액의 수준의 평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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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로 한다. 
       (ⅱ) 산정

           (B)를 적용한 결과로서 주의 경비에서 생기는 감액은 (ⅰ)에서 정하는 3년 기간에 

있어서 주 경비의 평균수준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B) 연방 지원의 감액

         이 절에 근거해 1회계연도에 사용가능한 금액이 전 회계연도에 있어서 이 절에 근거

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밑도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 회계연도에 (A)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비는 사용가능한 금액의 감액과 동일 비율로 감액된다. 
    (2) 주의 경비수준

       제1호의 목적을 위해서, 주의 경비수준에 이 절의 목적에 합치하는 도서관프로그램을 

위해 도서관행정기관이 지출한 모든 주의 달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항에 근거

한 노력요건의 유지에 관계되는 계산（maintenance of effort calculation)에 포함되는 모

든 자금은, 결정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된 것으로 하는 한편 설비투자, 일시적인 사업계

획의 특별경비, 유사한 우발적인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권리포기

       자연재해 또는 주의 재정자원의 예기치 못한 폭력 등 예외적인 혹은 통제 불가능한 사

정에 의해 원장이 제1호의 권리포기가 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은 제1호의 요건

을 포기할 수 있다. 

제9134조 주의 계획서

  (a) 주의 계획서에 필요한 사항

    (1) 일반규정

       이 절에 근거한 조성금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주도서관 행정기관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5년마다 주의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계획기간

       주 계획서의 대상기간은 5회계연도로 한다.
    (3) 계획의 개정

       주도서관 행정기관이 그 주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개정할 때에는, 그 수정이 효력을 발

휘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1일까지 그 개정을 포함한 주 계획서의 수정을 원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b) 내용

     주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절의 목적에 맞게 주의 목표를 정하는 한편 우선순위를 명기하는 것.
    (2) 제1호에 근거해 정한 목표 및 우선순위, 이 절 및 제9141조의 목적에 따라 주도서관행

정기관이 그 연도 내에 조성금을 사용하여 실시한 활동에 대해 기재하는 것.
    (3) 그 기관이 제2호에 기재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절차에 대해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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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호에 기재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에 관한 제2호에 근거해 

정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그 기관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 기재하는 것.
    (5) 이 절의 집행에 관한 정책결정에 주 내의 도서관 및 도서관 이용자를 관여시키기 위해 

그 기관이 실시하는 절차에 대해 기재하는 것

    (6) 주가 (f)항을 준수하는 취지를 보증하는 것.
    (7) 원장이 이 절을 집행하는 한편 이 절에 기초해 교부한 자금의 규모가 이 절의 목적을 

집행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원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을 취

하는 동시에, 해당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도록 원장에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
  (c) 평가 및 보고

이 절에 근거해 조성금을 받는 각 주 도서관 행정기관은 5개년 계획이 종료하기까지의 

기간에 이 절에 근거해 원조된 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d) 정보

     이 절에 근거해 원조를 받는 각 도서관은, 주도서관 행정기관이 (c)항의 요건에 따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 승인

    (1) 일반규정

       원장은 이 절에 근거한 주 계획서가 이 절의 요건에 따르는 것인 동시에 그 계획서의 

규정이 집행되는 것을 충분히 보증하는 것일 때,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개

       이 절에 근거한 조성금을 받는 각 주도서관 행정기관은 그 주 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해

야 한다. 
    (3) 관리

       원장이 주 계획서를 이 조의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원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A) 주도서관 행정기관에 그 결정 및 결정의 이유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
      (B) 주도서관 행정기관에 그 주의 계획서를 개정하는 기회를 주는 것.
      (C) 주도서관 행정기관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기술 원조를 

실시하는 것

      (D) 주도서관 행정기관에 청문 기회를 주는 것.
  (f) 인터넷의 안정성

    (1) 일반규정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254조(h)항 제66호 [합중국법전 제47편 제

254조(h)항 제6호]에 근거한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제9122조 제1호(A)또는 (B)에 

정하는 도서관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에 접

속하는데 관련된 접속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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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A) (ⅰ) 그 도서관이 인터넷 · 접속의 컴퓨터를 통해 다음의 어느 시각적 묘사로의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 접속에 관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y protection 
measure)의 운용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위한 인터넷의 안정성에 관한 방침을 정비하

고 있는 경우

          (Ⅰ) 외설적인 것

          (Ⅱ) 아동 포르노

          (Ⅲ)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

       (ⅱ) 그 도서관이 미성년자의 컴퓨터 사용 중 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운용을 실시하는 경우  

      (B) (ⅱ) 그 도서관이 컴퓨터를 통해 다음의 어느 시각적 묘사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 접속에 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운용을 포함한, 인터넷의 안정성에 관한 방

침을 정비하고 있는 경우

          (Ⅰ) 외설적인 것

          (Ⅱ) 아동 포르노

       (ⅱ) 그 도서관이 컴퓨터의 사용 중 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운용을 실시하는 경우

    (2) 기타 자료에의 접근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도서관이 제1호(A)(ⅰ)의 (Ⅰ), (Ⅱ), (Ⅲ)에서 나타낸 자료이외

의 자료에의 인터넷 · 접속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3) 특정 사용을 위한 무력화

관리자, 감독자, 기타 권한을 갖는 사람은 진정한 조사(bona fide research) 또는 기타 정

당한 목적에 의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호에 근거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화할 수 있다. 
    (4) 실시 시기 및 적용

      (A) 일반규정

          제1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은 이 항이 효력을 발휘한 후의 다음 프로그램 자금갹출 

연도 및 그 후의 프로그램 자금갹출의 각 연도에 있어서의 신청방법의 일부로서, 그 

도서관이 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B) 방법

       (ⅰ)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한 방침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비하고 있는 도서관 
          제1호의 대상이 된 도서관으로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

한 방침을 정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 절에 근거한 각 연도의 프로그램 신청기간

마다 그 도서관이 제1호를 준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ⅱ)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한 방침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비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제1호의 대상이 된 도서관으로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

한 방침을 정비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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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이 절에 의거 기금을 응모한 도서관은 이 절이 효력을 발생한 후, 프로그램 실시 

첫해에는,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안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달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조처를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Ⅱ) 이 절에 근거해 기금을 신청한 도서관은 이 절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두 번째 해에, 해당 도서관이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한다. 프로그램 실시 두 번째 해에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도서관으로서 전항 (1)에 해당하는 어떠한 도서관도, 프로그램 제2년도 및 

도서관이 해당 요건을 준수할 때까지의 그 후 모든 프로그램 년도에 있어, 이 절

에 근거한 모든 기금에 대해 일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iii) 권리포기

           (ⅱ)(Ⅱ)의 조항에 근거해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조항에 규정하는 것과 다른 방법

으로 증명할 수 없는 도서관은, 주, 지방의 조달 규칙, 규정 또는 경쟁 입찰의 요건

이 해당조항에 규정하는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해 증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조건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도서관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진흥원 원장에게 

그 조항의 도서관에의 적용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는 이 항이 효력을 발행

한 후 도서관이 이 절에 근거해 자금을 신청하는 제3프로그램년도의 개시일 이전

에, 그 도서관에 의한 제1호의 요건의 준수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위반

      (A) 일반교육규정 개선조치의 사용

          이 절에 근거한 기금의 수급자가 이 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박물관도서관 서비스진흥원 원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이 절에 근거한 수급자에의 지불을 정지하는 것.
       (ⅱ) 정지명령에 의해 수급자에게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원장을 제출하는 것. 
       (ⅲ) 해당 요건을 준수시키기 위해 수급자와 준수협정을 맺는 것.
      (B) 자금회수의 금지

          (A)의 규정에 의해 수권된 조치는, 이 항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도서

관에 적용되는 한정적인 개선조치로, 원장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자금회

수를 요구 할 수 없다. 
      (C) 지불의 재개

          (A)(ⅰ)에 근거해 지불 정지에 따르는 자금의 수급자가 지불 정지의 근거가 된 불이

행에서 회복했다고 원장이(증명 또는 기타 적절한 증거에 의해) 결정한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규정에 근거해 수급자에의 지불 정지를 중지해야 한다. 

    (6) 가분성

       이 항의 어느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그 항의 기타 규정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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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의

       이 항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정하는 것에 따른다. 
      (A) 아동 포르노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라는 용어는 합중국법전 제18편 제2256조에서 그 용

어에 부여한 의미를 갖는다. 
      (B)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harmful to minors)｣은 다음의 그림, 영상, 그래픽 · 이미지

· 파일 및 기타 시각적 묘사를 말한다. 
       (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체, 성교, 배설에의 음란한 관심을 끄는 것. 
       (ⅱ) 실제 혹은 그와 유사한 성적행동이나 성적 접촉 또는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

적 행동이나 성기의 음란한 노출을, 미성년자에게 명백히 불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묘사 · 기술 · 표시한 것.
       (ⅲ)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에게 있어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

치가 부족한 것.
      (C) 미성년자

          ｢미성년자(minor)｣는 17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D) 외설

          ｢외설(obscene)｣이라는 용어는, 합중국법전 제18편 제1460조에서 그 용어에 적용되

는 의미를 갖는다. 
      (F) 성적 행동

          ｢성적 행동(sexual act)｣ 및 ｢성적 접촉(sexual contact)｣이라는 용어는, 합중국법전 제

18편 제2246조에서 그 용어에 적용되는 의미를 갖는다. 

제2관 도서관프로그램

제9141조 주에 대한 조성금

  (a) 일반규정

     제9123조에 근거해 주도서관 행정기관에 제공된 자금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직접적 또는 

협력협정의 서브 · 그랜트를 통해 적어도 해당자금의 96%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지

출해야 한다. 
    (1)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서 전 연령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위한 서

비스, 정보 및 학술적 자원에의 접근을 확충하는 것.
    (2) 지방, 주,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
    (3) 모든 관종의 도서관 간에 전자적 및 기타 연계를 제공하는 것.
    (4) 다른 정부기관 및 커뮤니티 · 베이스 조직과 관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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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리적 ‧ 문화적 ‧ 사회경제적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 장애를 가진 개인, 기초적 읽

고 쓰는 능력이나 정보기술이 부족한 개인을 도서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
    (6) 해당 규모의 가정에 적용되는 빈곤선(행정관리예산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 의해 정의된 지역서비스 포괄적 조성금법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Act) 제673
조 제2호 [합중국법전 제42편 제9902조 제2호]에 따라 매년 개정됨) 이하 소득의 가정

에 속하는(출생에서 17세까지) 아동을 포함하여,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낙후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 특별규정

     이 관에 근거해 자금을 수령하는 각 주 도서관 행정기관은 각각의 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a)항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배부할 수 있다.

제3관 행정조항

A목 주의 요건

제9151조 주 자문위원회

  이 절에 근거해 원조를 희망하는 각 주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 
협회도서관,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주 내의 도서관 조직체를 폭넓게 대표

하는 주 자문위원회(State advisory council)를 설치할 수 있다. 

B목 연방의 요건

제9161조 미국 원주민에 대한 서비스

  원장은 인디언의 부족(하와이 원주민 교육법(Native Hawaiian Education Act) 제7207조 [합중

국법전 제20편 제7517조]에서 정의한다) 및 하와이 원주민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한

편 이를 대표하는 조직에게 제9131조(a)항 제1호(A)에 근거해 회계연도에 유보된 금액에서 

조성금을 교부하여, 해당 부족 및 조직이 제9141조에서 정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162조 국가의 지도자육성을 위한 조성금, 계약 또는 협력협정

  (a) 일반규정

     원장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제9131조(a)항 제1호(B)에 근거한 유보금액으로부터 전미 도

서관서비스 질 향상과 도서관 및 박물관 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하고, 
계약 혹은 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 조성

금, 계약 및 협력협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1) 도서관정보학에 있어서의 인재교육, 채용 및 훈련. 특히 신기술 및 기타 중요도 높은 

분야에 있어서 대학원생에의 장학금, 훈련생에의 수당, 진흥원과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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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관의 개선, 도서관정보학의 교육, 신기술의 효과적 · 효율적인 사용에 의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충 및 그 사업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전달에 관계되는 연구 및 실증사업

    (3) 도서관의 자료 및 자원의 보존 또는 전자화. 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도서관 조직

체를 넘는 제휴협력, 중복의 회피 및 연구자의 접근을 중시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4) 도서관 및 박물관 간 협력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모델 프로그램

  (b) 조성금, 계약 또는 협력협정

    (1) 일반규정 

       원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 정부기관, 고등교육기관, 박물관에 조성금을 교부하며, 계
약 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 (a)항에서 정하는 활동을 집행할 수 있다. 

    (2) 경쟁 원리

       이 조에 근거한 조성금, 계약 및 협력협정은 경쟁 원리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 특별규정

원장은 이 조에 근거해 원조 받는 활동이 적절한 도서관 · 박물관의 전문가 또는 유식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9163조 주 및 지방의 주도권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주, 지방의 주도권 및 책임을 저해하는 것으

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의 관리, 직원 전형, 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의 선택 및 이 절의 

목적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절에 근거해 제공된 자금의 최선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주 

및 그 지방지부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Ⅲ절 박물관서비스

제9171조 목적

  이 절은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박물관이 국민의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 예술, 역사, 자연 및 과학의 이해에 사회전체를 

연결하는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다하도록 박물관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2) 박물관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의 주된 제공자로서 그 교육적 역할을 다하도

록 박물관에 요청해 지원하는 것.
  (3) 박물관서비스를 증강시키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실무에 관한 지도, 혁신, 응용을 촉구하는 

것.
  (4) 후세를 위해 합중국의 문화, 역사, 자연, 과학유산을 최고 수준으로 보존 · 관리하는 것과 

관계해 그 수탁책임을 다하기 위해 박물관에 원조, 촉구, 지원하는 것.
  (5) 최고수준의 관리 및 공중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박물관을 원조, 장려, 지원하는 것과 공중

에 의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박물관에 생기는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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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물관, 도서관, 학교 및 기타 커뮤니티 · 조직 간 자원공유 및 제휴를 지원하는 것.

제9172조 정의

  이 절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박물관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 영속적으로 조직된 공영 혹은 민영

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로, 전문적인 직원을 활용해 유형물을 소유 · 활용하고, 관리하는 

한편 공중에 상시 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이 용어에는 수족관, 삼림공원, 식물원, 미술관, 
어린이박물관, 일반박물관, 역사적 건축물 · 사적, 자연센터, 자연사 · 인류학 박물관, 천문

관, 과학기술센터, 전문박물관, 동물원이 포함된다. 
  (2) 주
     ｢주(State)｣는 합중국 50주의 각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및 파라우를 말한다. 

제9173조 박물관서비스 활동

  (a) 일반규정

원장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의 정책적 조언에 따라 다음 사항이 요하는 경비의 

연방분담금의 지출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금, 계약, 협력협정 및 기타 원조형

태를 포함하는 계약을 박물관 및 기타 조직체와 결부할 수 있다. 
    (1) 모든 연령층의 개인이(전시, 프로그램, 출판물, 웹 사이트를 포함)다양한 형태의 원장

품, 정보, 교육 자료를 접해 학습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
    (2) 전국의 학교와의 학습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 지방의 학교의 커리큘럼을 지원하여 박

물관의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 
    (3) 박물관이 그 소장품을 평가, 보존, 조사, 유지, 전시하고, 소장품을 사용해 공중에 교육

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
    (4)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도서관, 학교 및 기타 커뮤니티 조직과

의 협동을 확대하도록 박물관에 권고하는 것.
    (5) 박물관의 소장품,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및 방송 매

체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

    (6) 지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에의 서비스 및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
    (7) 도시근교, 농촌지역, 인디언 보호지역, 주의 여러 기관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이, 공중

의 특정부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
    (8) 박물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기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물관 운영의 모든 수

준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개발 및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9) 박물관 및 도서관의 협동에 관한 모델 · 프로그램을 장려, 지원하는 한편 보급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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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방분담금

    (1) 50%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a)항에 기재된 연방의 분담은 50%이하로 한다. 
    (2) 50%를 넘는 분담

       원장은 1회계연도에 대해, 이 절 [제9171조 이하]에 근거해 사용가능한 자금의 20%까지

를 (a)항에 근거해 연방분담금이 50%가 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운영비

       운영비를 위한 자금은 이 조에 근거해 박물관이외의 조직체에 제공할 수 없다. 
  (c) 심사 및 평가

    (1) 일반규정

       원장은 이 절의 같은 조 (a)항에서 기술된 내용을 검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기술원조의 신청

      (A) 일반규정

원장은 이 절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자금의 10%까지를 기술원조 포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B) 각각의 박물관

         각각의 박물관은 (A)에 근거한 기술원조 포상을 3회까지 수상할 수 있다. 단, 그 후의 

기술원조 포상에 대해서는 진흥원 외부에 의한 재심사 대상으로 한다. 
  (d) 미국 원주민에 대한 서비스

인디언 부족 및(하와이 원주민 교육법(Native Hawaiian Education Act)제7207조에서 정의

한다) 하와이 원주민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를 대표하는 조직이 (a)항에서 

정하는 활동의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원장은 제9176조에 근거한 예산액의 1.75%를 그들 

부족 및 조직에 대한 조성 또는 그들과의 계약, 협력협정의 체결을 위해 유보해야 한다. 

제9174조 【폐지】

제9175조 【폐지】

제9176조 세출예산화의 수권

  (a) 조성금

     원장은 이 절을 집행하기 위해 2004회계연도에 3860만 달러, 2005회계연도에서 2009회계

연도까지 필요로 하는 예산액의 세출예산화를 수권한다. 
  (b) 관리

     이 절에 근거해 1회계연도에 할당된 자금의 10%까지를 이 절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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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출미결액의 이월

     (a)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영문법령 출처 : http://www.imls.gov/about/20usc.htm 
2) 본 기사에서 소개된 미국 ｢박물관 ‧ 도서관서비스법｣은 2004년 8월 일본국회도서관의 ｢外國

の立法｣에서 소개된 平野 美惠子씨의 일본어 번역본을 영어 원문과 대조하여 우리말로 옮겼

음을 밝힙니다.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legis/221/022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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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 도서관을 지식경제의 성장동력으로

1. 싱가포르의 도서관현황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697㎢ 면적에 인구 36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도시국가

지만, 중개무역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축적하고 있는 강소

국가이다. 일찍이 1957년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가 독립하고 1959년 싱가포르 역시 

독립하여 말레이시아연방의 자치주가 되었으나,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독

립하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공화국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발전과정에서도 싱가포르는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많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

하고 있다. 싱가포르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 of Singapore)의 창립은 1955년 말

레이시아 도서관인들이 처음으로 결성하였던 말레이시아도서관그룹(Malayan Library 

Group)의 출발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다. 또한 2007년 실시되었던 싱가포르국립도서

관 50주년 기념행사의 역사적 단서는 1957년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공공도서관서비스

를 실시하였던 래플즈도서관(Raffles Library)의 근거법령인 래플즈국립도서관령

(Raffles National Library Ordinance)의 제정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들어 빠르게 진전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새로

운 지식경제사회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6월 향후 10년의 도서관발전계획을 

검토하도록 “도서관 2000 리뷰위원회”를 발족하고,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정보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6가지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00여명의 현장사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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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 보고서를 1994년 3월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보다 긴밀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비즈니스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예술도서관의 특성화된 지역도서관서비스를 권고하

고, 20년 이내 120여개 이상의 공공도서관망의 확충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기반

의 벽 없는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500여개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의 연계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권고하였고, 효율적인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진체계로서 

법정 위원회(Statutory Board)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싱가포르는 199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위원회법(National Library Board Act)｣에 따

라 동년 9월에 발족한 ‘국립도서관위원회’ 소관으로 국립도서관 1개관, 지역대표도서

관(Regional Library) 3개관, 지역공공도서관(Community Library) 20개관, 지역어린이도

서관(Community Children's Library) 10개관을 3층 구조로 연계한 전국 공공도서관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위원회’는 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가도서관행정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 법인이다. 동 위원회는 법인업무부(Corporate Office), 국립 

및 디지털도서관부(National & Digital Libraries), 공공도서관서비스부(Public Library 

Services), 도서관 및 전문서비스부(Library & Professional Services), 기술혁신부

(Technology & Innovation), 조직지원부(Organizational Resources & Systems) 등 4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싱가포르도서관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2006년 싱가포르도서관정보센터총람｣에서는 싱

가포르 내 도서관의 수는 모두 143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지 [Discover NLB] 최신호에서는 싱가포르의 도서관은 모두 140개로 소개

하며, 그중에는 국립도서관위원회 소속 23개 공공도서관과 100여개 이상의 대학 및 

정부, 전문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위원회

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관할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1개, 지역대표도서관 3개, 지

역도서관 20개와 지역어린이분관 10개 등 34개의 도서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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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도서관위원회법｣의 특징 

  이 법은 명칭에서 보듯이 ‘국립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통해 싱가포르 도서

관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한 싱가포르의 도서관기본법이다. 동법에 의하면 위

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10명에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기능과 권한을 통해 싱가포르 도서관정책의 골간이 될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주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싱가포르 내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출판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도서관직원의 전문직 훈련, 도서관서비스에 대

한 자문과 컨설팅, 국가서지의 편찬, 국가네트워크구축, 싱가포르 국민의 독서 및 학

습의 진흥 등 국립도서관의 주요임무가 세세히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8조

에서 위원회가 설립하는 도서관의 관장과 자문위원의 임명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제

10조에서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한 납본기구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싱가포르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도서관들은 국

가통합목록 및 도서관상호대차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기본법으로서 이 법의 권위를 높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35조에서 위원회

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서관건물 

및 시설의 보호,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도서관자료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해 보상, 규정

위반자를 도서관에서 추방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 도서관자료의 연체와 분실

에 대한 벌금의 부과, 도서관내 질서유지와 불법행위 근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

세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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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National Library Board Act)

제1부 서문

  (제목)

제1조 이 법은 국립도서관위원회 법으로 불린다.

  (해석)

제2조 이 법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며 위원회의 모든 임시위원장을 포함한다. 

“최고경영자”는 위원회의 최고경영자를 의미하며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의미하며 위원회의 모든 임시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기금”은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도서관위원회기부기금을 의미한다. 

“도서관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관리되는 모든 정보서비

스를 의미한다.

“도서관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모든 인쇄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팜플렛, 악보, 지도, 도표, 계획서, 그림, 사진, 판화 기타 

인쇄물; 그리고

  (b) 모든 필름(마이크로필름과 마이크로피쉬를 포함하여), 네거티브, 테이프, 디스크, 사운드 

트랙 그리고 하나 이상의 비주얼 이미지, 사운드 혹은 기타 데이터가(일부 다른 보조 장

치를 통하여 혹은 통하지 않고) 재생될 수 있도록 구현된 기타 장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인쇄물”은 도서와 관련하여, 인쇄, 석판인쇄, 복사 또는 기타 과정으로 생산된 도서를 의미하

며, “인쇄기”는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공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도서관”은 정부 혹은 법정기구에 소속된 모든 도서관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기타 도서관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 출판되었다”함은 판매 혹은 공공배급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생산되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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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자”는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위원회의 설립, 구성, 기능 그리고 권한

  (국립 도서관 위원회의 설립)

제3조 국립도서관위원회로 설립되는 기구는 영속성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능하다.
  (a)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
  (b) 재산이나 권리의 취득, 소유, 보유, 유동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개발 및 처리; 그리고

  (c) 법인체가 합법적으로 실행하거나 경험하는 모든 행위와 사항을 실행하고 경험하는 것

  (공동 인장)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호 ‧ 관리되는 공동 인장을 가져야 

한다.
  (2) 위원회의 날인을 요구하는 모든 행동과 기타 문서는 위원회의 공동인장으로 날인이 될 

것이며, 공동 인장이 첨부된 모든 문서는 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히 해당 목적으로 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2명의 위원에 의해 서명되거나, 승인을 받은 한 명의 위원과 최고관리자

에 의해 서명이 될 것이다.
  (3) 모든 법정, 재판관 그리고 사법적으로 활동하는 개인들은 모든 문서에 첨부된 위원회의 

공동 인장에 대한 사법적인 의미에 주목해야 하며, 그 문서가 정당하게 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5조

  (1)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위원장

    (b) 부위원장; 그리고

    (c) 장관이 때때로 결정할 수 있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기타 위원들 

    (2) 위원회와 소속 위원 및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칙이 적용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독서를 장려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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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보존소를 제공하는 것

  (d)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 국민과 관련한 도서관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e) 싱가포르 내 도서관 직원의 훈련기준을 제시하는 것

  (f) 도서관과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관하여 자문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g) 국가적인 통합목록 및 국가 서지를 편찬하고 유지하는 것

  (h) 싱가포르에서 공적자금을 받는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 수요와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것.

  (위원회의 권한)

제7조 
  (1)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것을 행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전(1)항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

한다.
    (a)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것

    (b) 싱가포르 도서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

    (c) 국가적인 장서 정책 및 전략을 정의 ‧ 개발 ‧ 수행하고, 싱가포르에 중요하고 이익이 되

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다양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지정하는 

것.
    (d)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합하고 촉진하는 것. 
    (e) 싱가포르 내 도서관의 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
    (f) 제10조에서 위원회에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g)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최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도서관 

당국 및 정보 제공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

    (h)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거

나 후원하는 것

    (i) 위원회가 그 임기와 조건을 결정하는 도서관들에 있어 전문적 및 기술적 서비스를 준

비하고 제공하는 것 

    (j) 도서관 및 사서직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촉진하는 것

    (k) 신탁이나 기타 방식으로 모든 법적인 수단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증과 기부를 받

는 것

    (l) 이 법의 조항들과 일치하는 목적들을 위해, 싱가포르 내 국가적 기록문화유산이나 도서관 

발전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보조, 기부 또는 대여를 확대하는 것

    (m) 계약을 맺고 신탁을 설립하는 것

    (n) 모든 개인 혹은 조직과 합작 사업을 맺는 것, 또는 회사를 만들거나 회사 형성에 참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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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떠한 형식으로든 홍보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것; 그리고

    (p)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해 요금과 수수료, 대여료를 부과

하는 것

  (도서관장 및 자문위원회)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설립한 도서관의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관장을 임명하고, 
해당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하여 조언하는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명 및 권한의 위임)

제9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위원 중에서 혹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가 적

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문위원회의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자문위원회방

식에 의해 보다 잘 조정되고 관리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나 제한 등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 간부, 고용인에게,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위임의 권한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 의한 어떠한 위임도 위원회의 모든 기능 또는 권한의 수행이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10조 
  (1)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의 출판업자는, 출판 후 4주 이내 출판업자 자비

로 위원회가 정한 장소에(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다면) 해당 도서관자료 2부를 위원

회로 납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다.
    (a) 위원회에 납본할 필요가 없는 도서관 자료; 그리고 

    (b) 납본이 요구되는 도서관자료의 질과 형태.
  (3)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이에 위반하는 도서관 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출판자는 위법이 되

며 $5,000 이내 벌금의 유죄판결에 처해질 것이다.
  (4) 위원회는 자체의 재량 내에서 벌금 $500이 넘지 않는 위반사항을 저지른 개인으로부터 

수금에 의해 본 조항에 의한 모든 위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국가통합목록의 설립)

제11조 
  (1) 공적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도서관들은, 원본이 되었든 또는 다른 출처에 의해 비롯되었든 

간에 최신 국가통합목록의 설립을 위해 자신들의 목록과 소장 레코드들 제공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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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는 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다.
    (a) 위원회에 보내질 필요가 있는 편목 및 소장 레코드의 기준과 형식; 그리고

    (b) 국가통합목록에서 편목 및 소장 레코드의 갱신 빈도.

  (도서관 상호대차제도 참여)

제12조 공적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과의 자문에 의해 위원회에 의해 설립

된 도서관상호대차 및 도서관상호정보서비스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연차보고서)

제13조 
  (1)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재정회계년도 동안 위원회의 활동

을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장관은 가능한 신속히 모든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관에 의한 지침)

제14조 
  (1) 장관은 위원회나 다른 기관의 자문으로 위원회에 이 법령 조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장관 자

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지침을 실

행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장관이 요구하는 위원회의 자산 및 활동에 대한 해당정보를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부 직원관련 조항

  (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제15조 
  (1)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정한 임기와 조건으로 최고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위원회가 결정하는 해당 명칭으로 알려져야 한다.
    (b)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정책에 따른 위원회 사무의 고유한 행정과 경영에 대해 위원회

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만일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부재하거나 질병 혹은 기타 사유로 자신의 

임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 부재 기간 

동안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8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직원의 임명)

제16조 위원회는

  (a) 위원회가 정한 보수와 기타 조건들에 대해 해당 기간에 있어 해당 수의 공무원과 고용인

들을 임명해야 하고, 그들의 서비스 기간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징계 감독을 행사하거나 그

들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b) 위원회가 자체의 기능과 임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들에게 그들의 서

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형법상의 공무원)

제17조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과 공무원 그리고 고용인들은(해당 기간 동안 위원회를 보좌하는 

개인들을 포함하여)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부 재정조항

  (위원회의 기금)

제18조 위원회의 자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보조금의 방식으로 위원회에 수령되는 모든 돈

  (b) 위원회에 대한 모든 기부, 기증, 증여.
  (c) 위원회에게 발생하는 모든 요금, 수수료, 대여료, 이자, 배당금 그리고 기타 수입 

  (d)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차용된 돈; 그리고

  (e) 위원회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수령된 기타 자금

  (은행계좌 및 자금 신청) 

제19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의 계좌나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유

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해당 계좌는 위원회에 의해 그 일에 관하여 때때로 인정받은 

개인 혹은 여러 사람에 의해 서명된 수표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자금은 단지 위원회의 비용의 지출이나 면제, 채무에 대한 지불 등에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 권위가 부여되었거나 지불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만 돈이 사용될 

것이다.

  (투자의 권한)

제20조 위원회는 해석법령의 33A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정 기구의 표준 투자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차용 권한)

제21조 위원회는 때때로 이 법령의 목적으로 위해 정부로부터 대여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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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하에 기타 재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주식의 발행 등)

제21조A 이 법에 따라 정부의 자산, 권리 또는 채무를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결과로서 또는 모

든 문서로 된 법에 따라 정부에 의한 다른 투자나 모든 자본의 주입에 대한 소유권을 본 위원

회에 귀속시킴에 따라, 위원회는 주식이나 다른 증권들을 재무장관에게 발행하고, 재무장관

은 때때로 이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보조금)

제22조 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자체의 기능을 실행할 목적으로, 장관은 때때로 장관이 의회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금액을 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위원회 기부기금의 설립)

제23조 
  (1) 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국립도서관위원회 기부기금으로 불리는 기금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자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증여, 유증이나 기타 방식에 의해 위원회에 기금으로 제공되는 자금

    (b) 장관이 의회에 의해 제공된 돈으로부터 특정 목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금에 편입된 

분담금; 그리고

    (c) 위원회가 기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기타 자금.
  (2) 펀드의 수입은 아래의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 사서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b) 도서관 및 정보과학의 분야 유명인사의 강연 보급

    (c) 주요 도서관 진흥 프로그램의 후원;
    (d) 독서 및 사서 직무에 대한 연구비 지원

    (e)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과 일치하는 기타 용도

  (재정 조항들)

제24조 두 번째 부칙에서 명시된 재정 조항들은 위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5부 자산, 채무 그리고 고용인의 이전

  (재산 및 채무의 이전)

제25조 
  (1) 1995년 9월 1일부터, 해당일 직전까지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된 모든 유동자산과 국립 도

서관에 의해 이용되었거나 관리되는 모든 유동 자산, 그리고 국립 도서관과 관련된 정부

의 모든 자산, 권리, 이익, 채무 및 의무 등은 더 이상의 보증 없이 위원회로 이전되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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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야 한다.
  (2) 1995년 9월 1일부터, 위원회는 국립 도서관의 감독 아래 있는 모든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다. 
  (3) 만일 어떤 특정 재산 혹은 자산, 권리, 이익, 채무 또는 의무 등이 전(1)항에 의해 위원회로 

이전되어 귀속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 이것들이 위원회로 이전되어 귀속되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재무장관이 서명한 증서가 될 것이다.

  (기존 협약 외)  

제26조 제25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전되거나 귀속된 모든 부동산, 권리, 이익, 채무 및 의

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1995년 9월 1일 직전까지 실시된 모든 증서, 계약, 협정, 
계약서 및 합의는 해당일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마치 정부나 정부업무를 수행한 개인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거론되었거나 참여하였던 것처럼 위원회에 의해 또는 위원회를 상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계류 중인 법적 절차)

제27조 1995년 9월1일 직전까지 계류 중인 활동의 소송이나 변론은, 국립도서관과 관련하여 정

부나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거나 반하여 위원회에 의해서 혹은 위원회 반하

여 지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인의 이전)

제28조 
  (1) 1995년 9월 1일부터, 장관의 결정으로 해당일 직전까지 국립도서관에 고용된 사람들의 

부류는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들의 이전 직전에 그들이 누렸던 것만큼 유

리한 상태로 이전되어야 한다.
  (2) 업무의 조건들이 위원회에 의해 문서로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의 업무계획과 조건들은 

전(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이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치 정부의 업무에 여

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보존되어야 하는 정부 고용인의 연금 권리 등)

제29조 
  (1)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된 개인의 업무조건들은, 법정휴가를 포함하여, 정부

에 고용되었을 때 누렸던 고용에 있어서 급여 및 업무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

회로 이전된 사람들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모든 조건은, 정부에서 수행되었던 업무의 보

수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는 업무의 조건들은, 연금 법 아래 지불될 수 있는 모든 연금, 퇴직

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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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되어 왔던 개인에 대한 모든 경우에, 정부는 퇴직을 

맞은 개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 연금이나 수당을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고, 그 금액

은 정부에 복무하는 동안의 연금총액이 정부와 위원회에 복무하는 동안 연금 총액을 부담

하는 비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무의 폐지나 재조직에 대한 혜택 배제)

제30조 연금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된 모든 개인은 연금

법의 모든 혜택을 요구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는 이전된 개인은 위원회의 설립과 법인화

의 결과로 사무의 폐지나 재조직을 원인으로 정부의 업무로부터 퇴임했다고 전제하기 때문

이다.

  (징계절차의 지속 및 완결)

제31조 
  (1)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이전된 모든 개인에 대하여 1995년 9월1일자 모든 징계절

차가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조사하는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관

련위원회는 이법에도 불구하고 존속해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조사, 명령 혹은 판결을 완

결하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 혹은 관련위원회는 해당일 직전 자신들에게 귀속된 권한에 

의해 심리나 조사를 완결해야 하고, 해당일 직전 자신에게 귀속된 권한에 의해 명령, 판결, 
지시를 행하여야  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정부나 관련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명령, 판결이나 지시는 위원회

의 명령, 판결이나 지시로 다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위원회에 귀속된 권한

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동일한 권한이나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전하기 전 피고용인에 의한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제32조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로 이전된 개인들이 1995년 9월 1일 이전에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에 대하여 징계, 감봉, 퇴직이나 일부 다른 방식의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정부에 근무를 계속하거나 이 법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징계, 감봉, 퇴직, 
해고 혹은 기타방식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개인의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에 대하여 행해질 

것이다.

제6부 기타 조항

  (위원회의 상징)

제33조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선택하거나 고안하고 따라서 전

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표상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위원회의 허락 없이, 위원회의 것과 똑같은 상징이나 표상 혹은 위원회의 것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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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나 표상을 이용하는 개인은, 사기나 혼란에 대하여, 5,000달러 이내의 벌금형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에 처해질 것이다.

  (개인 책임에 대한 보호)

제34조 위원회의 구성원, 간부, 일반직원이나 위원회의 지시아래 실무를 집행한 개인 등에게 

제기되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는, 이 법의 실행에서 행하여진 선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개

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

제35조 
  (1)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아래 이 법의 목적과 조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법 아래 

규정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만들 수 있다. 
  (2) 전(1)항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해당 규칙은

    (a) 도서관 및 도서관 건축, 그리고 도서관 콘텐츠, 장치, 비품 등의 이용에 대해 그리고 그

것들의 손상, 파괴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 
    (b)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에 속하는 모든 도서관 자료의 손실이나 손

상에 대하여 보증이나 안전을 요구할 수 있다. 
    (c) 위원회의 사무원이나 직원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정에 따라 위법

을 저지른 사람들을 도서관이나 도서관 건물, 부지로부터 추방하거나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d) 도서관과 도서관 건물 및 부지에서 불법행위 예방과 질서보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e) 위원회 소속 도서관들의 개방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f) 도서관 부지에 대한 자동차 출입과 통행규정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g) 도서관 자료의 연체, 손상, 분실에 대한 벌금액과 벌금의 철회나 환불 등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h)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만은 위법이 되고, 해당 위반

에 대해 5.000달러를 넘지 않은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과도 조항)

제36조 폐지된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준비‧작성‧부여‧승인된 모든 계획, 계약, 문서, 증명, 인가, 
허가나 결의 등은 이 법의 조항과 일치하는 한 지속될 것이며, 이 법 아래 준비 ‧ 작성 ‧ 부여

‧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하 부칙 1, 2 생략)

공포일 1995.1.24(법안번호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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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National Library of Estonia Act, 1998

1.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의 발전

  소비에트러시아연방의 해체과정에서 분리․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인근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와 더불어 발트 3국으로 불리며, 남한면적의 절반정도의 크기에 인구가 약 

130만 명에 불과한 발트해 연안의 소공화국이다. 주변의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독일 

등과의 역사적 전쟁에 따른 독립과 합병을 반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한 에스

토니아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패전을 기회로 독립하였고, 1944년 소

비에트러시아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1980년대 분리 독립운동과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를 기회로 다시 1991년 8월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독립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반러시

아적인 정서가 강하며, 러시아군대가 철수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04.03)

와 유럽연합(EU, 2004.05)에 가입하며 친서방화 정책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1918년 에스토니아 임시정부에 의해 2,000여권의 법률 및 

행정 자료를 기초로 의회건물 내에 설치된 이래, 1919년부터 에스토니아 보존도서관

으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고, 1935년부터는 ‘국가도서

관기록관장서(the State Library Archive Collection)’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은 물론 발

트해 연안국 출판물까지 수집하기도 하였다. 1944년 러시아연방에 강제 편입된 이후

는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강등되어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러시아어자료에 밀려 

에스토니아출판물이 제한자료로 관리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80년대 분리 ․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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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동에 편승하여 1988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으로서 명칭을 회복하고, 1989년에

는 의회도서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에스토니아국

립도서관법에 따라 문화부에서 설립한 공공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5개 부문 34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특히 헝가리와 체코공화국의 국립도서관에서 보았던 ‘도서관연구소’와 유사한 기능

과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센터(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라는 부서도 보

인다. 동 부서는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제4조 9항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과학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업무의 진작, 에스토니아 도서관들의 당명현안에 대한 자문, 도서

관직원에 대한 실무훈련의 실시,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프로그램에의 참여”에 해당하

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문헌정보학분야 연구개발 사업, 2) 에스토니아 도서

관발전을 위한 조정과 자문, 3) 도서관표준화와 통계 및 출판 활동, 4) 전문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실시, 5) 국립도서관의 이용자교육, 6) 문헌정보학분야 정보서비스 제

공, 7)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편찬 등의 관련사업을 자신의 임무로 소개하고 있다.

2.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의 개요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은 국립도서관의 법적지위와 기능,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립

도서관위원회의 권한과 그 운영, 국립도서관의 자산 및 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모두 5개 장(章) 19개 조항(條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 국립도서관의 법적 지위에서는 국립도서관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국립 및 의회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제4조 국립도서관의 기능에서는 1) 에스토니아 출판물의 수집 ․ 보존, 2) 서지DB작

성 및 관리와 전거통제, 3)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 출판물 및 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5) ISBN과 ISSN운영센터, 6) 정보기술개발, 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개발 활

동, 8) 교류협력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의정활동에 대

한 정보서비스와 의회기록에 대한 관리임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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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 정보서비스기

능을 특별하게 부가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립도서관위원회(The Council of the 

National Library)의 구성과 권한, 위원장의 임무 등을 제시하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

는 도서관장의 임면사항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에서 추천한 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국립도서관이 추천한 실무자 2명,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선출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립도서관

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과 규칙, 재정지출과 직원구성, 직원과 위원의 급료산정, 예산

계획과 성과보고 등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임기 5년

의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행정 및 징계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고, 내부규정과 문서

절차, 행정지침, 관리자 임면 등에 권한을 가지면서, 예산실행과 재정보고 등에서 위

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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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1998.03.19 통과, 1998.4.25 발효

공포 : RT I 1998, 34, 488

개정 : 2002.3.4, 2002.5.4, 2002.7.1, 2002.8.1, 2002.3.20

제1장 총 칙

제1조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이하 : 국립도서관)에게 국립도서관 및 의회도서관, 인문사회

과학도서관으로서 본래 기능의 수행과, 경영계획 및 정부감독 등에 있어서 합법적 지위를 제

공한다.

제2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국가적인 문화적 가치와 정보자원을 수집 ․ 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제3조 국립도서관의 법적 지위

  (1) 국립도서관은 이 법과 다른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법인이다.
  (2) 국립도서관의 정관은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 국립도서관은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UNESCO

의 추천에서부터 국립 및 의회도서관의 역할까지 처리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의 활동은 법에 의해 종결되어야 한다.
  (5) 국립도서관은 당해 등록부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국가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2장 기능

제4조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어로 출판된 것으로서, 에스토니아에 관해서 혹은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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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매체를 수집하고, 영구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에스토니아 서지 규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및 관리, 도서관 네트워크의 전거통제 조정

  3)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에스토니아어 정보매체의 국가서지등록과 국가서지데이터베

이스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 
  4) 에스토니아의 소급 국가서지 합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5) 인쇄물 및 도서관 관련 국가통계조사의 조직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국가기관으로서 운영

  7) 정보기술 개발, 관련정보시스템의 설계,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하

여 널리 이용되는 국립도서관 정보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8) 정보과학의 국제적 표준의 적용과 에스토니아 도서관네트워크에서의 출판

  9)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과학 및 관련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진작, 에스토니아 도서관들

의 당면현안에 대한 자문, 도서관직원에 대한 실무 훈련의 조직, 국내외 연구개발 및 협력

프로그램에의 참여.
 10) 세계문화의 교류,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운영

제5조 의회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의회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집, 보존, 정리, 분석 그리고 에스토니아의회, 의회 사무국, 정부, 그리고 정부 부처; 국무

총리실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매체의 준비 및 출판

  2)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공식 출판물의 등록, 그리고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교류

  3)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기구의 납본도서관으로서 운영

  4) 의회사무국에 의해 정해진 협정과, 기록관리시스템 및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령에 기초하

여 의회기록물을 관리하는 것 

  5) 사회과학에 관한 기타 정보매체는 물론, 법학, 역사, 정치학 등과 관련한 문헌의 수집, 그리

고 국가 정보수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6) 에스토니아 입법서지의 준비 및 출판

제5조1 인문학 및 사회과학 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인문학 및 사회과학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정보의 수집, 보존, 분석, 서비스, 그리고 해당 분야 정보매체의 준비 

및 출판 

  2) 에스토니아과학정보 전자시스템에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관련한 키워드용어의 준비

제6조 장서,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1)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데이터베이스는 불가분의 것으로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며, 에스토

니아의 공공정보 자원의 일부분이다.
  (2) 국립도서관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제기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95

트워크서비스와 다른 도서관을 통한 서비스, 열람실에서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이용규칙들에 근

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즉석 이용을 위한 정보매체의 대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제공

    2) 저작권법에 따라 국립도서관 장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매체의 사본 제작

    3)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 간 상호대출의 조정

    4) 서지 및 정보 분석 서비스

    5) 국립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전문가 평가의 실시

  (5) 정보매체의 즉석 대출은 무료이며, 기타서비스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6) 국립도서관의 서비스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에게 무료이다.   

제6조1 이용규칙

  국립도서관 이용자 등록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이용자의 책임은 물론 장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제도 등은, 국립도서관 이용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되어

야 한다. 

제7조 폐기

제8조 의회기록

  (1) 의회기록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회 사무처, 공화국 선거위원회 등의 기록을 포괄

한다. 
  (2) 의회기록의 관리절차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경영

제9조 위원회

  (1) 국립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최고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의회는 문화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의회의 의원 4명과 국립도서관이 승인한 실무분야 전

문가 2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3) 의회의 권한의 종료에 따라, 의회의 의원이기도 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새로운 위원

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위원회에 잔류하며, 국립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실무분야 전문가들도 4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의회의 사무처장은 직무에 따라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회 위원 중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4인 이상이 참석하는 의사정족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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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부동수의 투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투표권 혹은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의 투표권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국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며 최소 1년에 4번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는:
    1) 공개경쟁을 통해 도서관장을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3) 국립도서관의 정관과 이용규칙을 승인하고, 이들을 수정할 수 있다.
    4) 국립도서관의 발전 및 활동방향과 경영보고서를 승인한다. 
    5) 국립도서관의 정부예산에 대한 재정지출 신청을 승인한다.
    6) 국립도서관의 구조, 직원 구성, 급료 기준 등을 승인하다. 
    7) 국립도서관의 예산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승인한다.
    7-1) 위원회 위원의 보수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승인한다.
    8) 국립도서관의 내부 조정의 실행절차를 결정하고 조정결과를 청취한다.
    9) 국립도서관의 유료서비스의 목록을 승인한다.
   10) 도서관장, 연구소장, 각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다.
   11) 국립도서관의 활동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12) 국립도서관 자산에 대한 입수, 사용, 폐기에 대한 절차를 승인한다.
   13) 이 법과 국립도서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자산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4) 국립 도서관의 국제기구 참여를 결정한다.
   15) 자문회의는 이 법과 국립도서관의 규정아래 있는 자체의 권한에 있고 자문회의 멤버들

이나 관장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제출한 다른 이슈들에 관해 결정할 것

이다.
   16) 데이터베이스 법에 따라,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절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

터의 이용절차 등을 승인한다. 
  (2) 국립도서관 직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년 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중 1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1) 위원회 활동을 조직한다.
    2)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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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를 통제한다.
    4) 도서관장과의 고용계약을 결정한다. 
    5)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의 궐위 시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제12조 도서관장의 선출 및 직위해제

  (1) 도서관장은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임기5년으로 위원회에 의해 선

출된다.
  (2) 도서관장 선출을 위한 공개경쟁은, 도서관장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후, 도서관장의 고용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전 조직되어야 한다.
  (3) 도서관장의 고용계약은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며, 의장 부재 시 부위원장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4) 도서관장은 다음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라도 직위 해제되어야 한다.
    1) 만일 위원회가 2/3 다수결로 도서관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였을 때

    2) 관장 본인이 요구한 경우, 
    3) 도서관장이 고용계약법이나 이 법에 기초하여 또 다른 직무를 맡은 경우

    4) 도서관장이 또 다른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맡은 경우

    5) 노동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된 기타 사항을 근거로 하여 

제13조 도서관장의 권한

  (1)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운영 및 개발을 책임지며, 이 법과 국립도서관의 정관, 그리고 

위원회 결정에 의해 조정, 관리, 행정, 경영의 분야들에 부속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도서관장은,
    1) 자신의 권한 내에서 국립도서관에서 가장 높은 행정적 및 징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2) 국립도서관의 내부 절차규정을 승인한다.
    3) 국립도서관의 문서적인 절차 규정을 승인한다.
    4) 국립도서관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명령과 지침을 발표한다.
    5) 연구소장 및 각 부서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6)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수행되도록 보증한다.
    7) 국립도서관의 예산안과 재정신청이 준비되도록 보증한다.
    8) 국립도서관의 예산이 실행되도록 보증하고, 위원회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9) 국립도서관을 대표하고, 이 법과 국립도서관의 정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립도서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결정한다.
   10) 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11) 매년 문화부에 국립도서관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법과 국립도서관의 정관에 의한 관장의 권한 내에서 기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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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 및 재정

제14조 국립도서관의 재산

  (1) 국립도서관은 자체 정관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

라 도서관의 자산을 소유, 이용, 폐기하여야 한다.
  (2) 폐기

  (3) 국립도서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가 없는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은 자체의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 대여

할 수 있다.
  (5) 국립 도서관은 자신의 자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대여하거나, 보증

을 제공하거나, 영리회사의 조합원 혹은 주주가 될 수 없다.
  (6) 국립도서관은 민법에 의해 관리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7) 이 조항의 (4)와 (5)항은 국립도서관의 수동적인 법적 능력을 제약하지 않는다. 

제15조 재정

  (1) 국립도서관은 자체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가예산으로부터 받은 수입과 유료서

비스, 기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국립도서관은 정부예산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

는다.
  (3)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립도서관 예산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재정 수입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예산

  (1) 예산은 국립도서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준비되어야 한다.
  (2) 정부 예산 이외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입은, 만일 이것이 지원받은 수입에 관해 규정

한 법이나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기본적 원칙으로서 국립도서관의 예산으로 배분되어

야 한다. 

제17조 관리, 감독 및 보고

  (1) 국립도서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산과 수입의 사용에 대한 회계 및 통계

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정부 회계국은 정부회계감사법령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3) 폐기

  (4) 위원회는 연1회 문서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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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의 이행

제18조 과도적인 조항들

  (1) 도서관장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도서관의 정관이 이 법에 일치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2) 도서관장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쟁은, 정관이 이 법에 일치되는 1개월 이내에, 이 법의 

12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3)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임명된 개인들과, 또 이전에 세워진 국립도서관 의사결

정기구의 다른 회원들은, 그들의 권한이 종료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정부재산의 관리인은,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이내에, 국립

도서관이 소유 및 사용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유동자산을 국립도서관의 소유로 증여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이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정부자산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

라 국립도서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5) 이 법에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물과 그 물리적 지분과 구조는, 해당 토지구역이 토지

등기부에 등록되기까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9조 법의 폐기

  이전의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법(The National Library of Estonia Act)은 폐기된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Estonia Act <http://www.nlib.ee/39391>
2) National Library of Estonia <http://www.nlib.ee/>
3) Estonian Librarians Association <http://www2.nlib.ee/ERY/index_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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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c.75)

1. 영국의 도서관정책 추진체제

  영국의 국가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크게 4개로 집

약된다. 국가차원에서 도서관행정을 주관하는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DCMS)와 도서관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자문기관으로 활동하는 박물

관도서관문서관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그리고 국가대

표도서관으로 국가지식자원 보존을 책임지는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BL)과 

도서관 사서 및 정보전문직 권익을 대변하는 도서관및정보전문가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등이 그것이다.

  우선, DCMS는 중앙정부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원조를 포함한 도서관

정책 및 지원행정에 있어 조정적 역할에 치중한다. 반면에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의 설

립 ‧ 운영 등에 관한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행정부서가 맡고 있으며, 경우

에 따라 2개 이상의 도서관행정당국(Library Authority)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Joint 

Boards)가 맡기도 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영국은 각 지역마

다 지방정부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라 지역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카운티(county), 단일자치체

(Unitary Authority), 디스트릭트(District) 등의 행정단위가 지방정부마다 수준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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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이고 위계적인 행정체계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이에 따라 도서관행정을 주

관하는 지방행정단위 또한 다양한 형식의 행정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 MLA는 도서관정책자문을 임무로 하는 공공기구로서, 원래 1999년 BL내에서 

연구‧개발업무를 맡고 있던 연구혁신센터(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BLRIC)를 분리하여 도서관서비스분야 연구개발 및 정책자문을 맡고 있던 도

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S)와 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

운 LIS조직을, 2000년 박물관미술관위원회(Museum and Galleries Commission; MGC)와 

재차 통합하면서 탄생한 종합적인 문화정책자문기구이다. 

  한편, BL은 영국 내 생산되는 지식자원의 포괄적인 수집을 목적으로, 1972년 제정

된 영국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에 따라 영국 내 주요 5개 도서관을 통합하여 발

족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가차원의 집중형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서지생

산과 전국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영국도서관정책추진체제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ILIP는 영국도서관협회(The Library Association; LA)과 영국정보전문

가협회(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IIS)가 통합하여 2002년 발족한 도서관정보학

분야 민간전문직단체로서, 정부 및 사회 에 대한 홍보활동과 도서관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 개발, 전문직 재교육프로그램 주도, 연구출판 지원, 국제협력 등 과거 LA의 

주요사업을 계승하며, 새롭게 부각되는 정보전문가의 권익홍호를 위한 사회적 발언

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 영국의 도서관법

  판례법과 관례법을 우선하는 영국에서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으로서 전국적인 구속력

을 가지는 도서관관련 기본법령으로는, ｢영국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 등
이 있고, 기타 관련법령으로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정보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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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art 

4 : Libraries and Learning Centres)｣, ｢영국저작권법(UK Copyright Act)｣ 등이 지적된다.

  그 중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은 1850년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을 모체로 100년이 넘게 무려 30여 차례나 개정을 

반복하여오다가, 1964년 박물관 및 미술관분야를 포함하여 전문 3장 26개 조문으로 

제정된 공공도서관 기본법이다. 이는 지난 100년간 ｢공공도서관법｣을 실시한 결과 당

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정법

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자, 새로운 입법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도서관법의 제

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조하는 입법취지를 수용하여 제정한 것 이다.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의 조문 중 특징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는, 제2조에서 도

서관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s)’를 설치하

여 장관에게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

고, 제3조에서는 각 도서관 행정단위 지역마다 도서관간 협력을 목적으로 ‘지역협의

회(Regional Councils)’를 조직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정체결과 그 실시를 감독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 19조에서는 도서관행정당국이 

도서관시설에서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하고 있다.

  한편 제8조에서는 도서관서비스의 기술적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인정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무료원칙에 근거해서 수

행되어 왔던 도서관서비스가 각종의 전자적 장치와 유료정보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도

서관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되면서, 도서관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

조문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1991년 제정된 ｢도서관요금규정(The 

Library Charges Regulations)｣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실정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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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제1장 공공도서관서비스

제1조 (장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

  ① 해당 장관은 본법 시행 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 지방행정당국이 행하는 공공도

서관사업을 감독하고 동 개선을 촉진하며, 이 법이 지방행정당국에 부여한 도서관 관련 업무

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는 책무를 지닌다.
  ② 모든 도서관당국은 장관이 본 조항소정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를 제공하고 도서관 건물, 장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의 실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국가자문위원회)

  ① 2개의 도서관자문위원회 중, 하나는 몬마우드셔(Monmouthshier)를 제외한 ｢잉글랜드｣에, 
다른 하나는 웨일즈 및 몬마우드셔에 설치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본법 소정 또는 그 이외 도

서관시설의 설치 혹은 이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장관이 위

원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동 대신에게 조언할 의무가 있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장관은 각 위원회의 위원1명을 각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해당부처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에는 도서관 집행기관이 행하는 도서관 행정에 관한 경험을 가진 자, 그리고 도

서관 집행기관 이외의 단체가 관리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 경험을 가진 자가 위원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각각의 임기에 따라 그 직에 취임하거나 퇴임할 수 

있다. 또는 임기만료 후라도 재임될 수 있다. 단 각 위원은 장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나 

사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스스로 그 의사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장관의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서관상호협력을 위한 지역협의회)

  ① 장관은 본법 시행 후 가능한 조속히 명령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전역에 도서관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역 내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의한 후 각 도서관지역마다 다음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가) 각 도서관행정당국을 대표하는 자 및 계획으로 정한 자로 구성하여 도서관행정당국 상호

간 및 동 기관과 도서관에 관계있는 업무를 가진 지역 내 또는 지역외의 단체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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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의무를 갖는 지역도서관협의회의 

설치, 조직 및 업무

  나) 협의회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에 있어 도서관행정당국에 의한 지불에 관한 요구

를 포함하여 도서관협의회가 행하는 요구에 대한 도서관행정당국의 그의 이행 기타 지역 

내 및 지역 외에 있어서 도서관 상호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정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도서관협의회의 위원이 적어도 대다수는 해당 지역 내의 도서관행정당국의 구성원이

라야 한다. 도서관협의회에 위원을 파유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행정당국은 동 협의회가 설립

을 정한 계획에 따라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④ 본 법조문에 의해 부여한 명령 및 계획 작성 권한은 의회의 상, 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

지할 수 있는 제정법적 명령에 의거 행사되어야 한다. 본 조문에 의해 작성된 명령 또는 계획

은 그 후 명령 또는 계획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단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전에 장관은 관계 도서관위원 및 관계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공공도서관사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또는 그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될 도서관협의회에 대하여 다른 도서관협의회 또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다른 단체와 협정을 맺고 그 협정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도서관행정당국 및 그 관할구역)

  ① (1972년 폐지)
  ② 전항의 기관인 도서관행정당국으로서 직무 권한은 해당 기관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

역(본법에서는 도서관구역이라고 칭한다.) 또는 가) (1996년 폐지) 나) 제5조에 의해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경우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기관이 도서관행정기관일 때 이들 기관의 도서관구

역으로 되는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당해기관이 적당하고 인정할 경우 당해기

관은 그 도서관구역 이외에서도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웨일즈에서는 카운티 지방의회와 카운티 내 구의회가 아래 5조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서관당국이 된다.

제5조 (합동위원회)

  ① 장관은 2개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도서관행정당국의 동의를 얻어 명령에 의해 이들

의 기관으로 구성하여 그 업무개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신하여 도서관행정당국으로 되는 합

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972년 지방자치법 제241조 규정(동법의 합동

위원회에 관해 적용을 정한 규정)의 운용에 구애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써 합동위원

회의 조직 절차(정족수 포함) 및 비용지출을 정할 수 있다.
  ②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그 업무의 실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도서관행정당국의 도서관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합동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된다.
  나) 당해 기관의 도서관의 자산 및 의무는 합동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명령에 별도 조항으

로 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합동위원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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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관은 본 조항에 의거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가입한 도서관행정당국의 신청에 의해 명령

으로써 합동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동위원회를 구성하

고 있던 도서관행정당국은 재차 도서관행정당국이 된다. 
  ④ (합동위원회 해산관련 규정 생략)

제6조 (1972년 폐지)

제7조 (도서관행정당국의 일반적 책무)

  ① 각 도서관행정당국은 전 도서관 이용희망자에 종합적 및 능률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단, 동 기관은 도서 기타 자료대출의 편의를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할 권한

을 가지나 동 기관의 도서관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근무처가 없는 자 또는 동 구역 내에 종일

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술한 편의의 부여를 본조 규정에 의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도서관행정당국은 전항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가) 충분한 장서의 유지, 타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정 및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그의 수, 범위, 

질에 있어 일반의 요구와 성인 및 아동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 기타 인쇄

물, 회화, 측음기, 레코드, 필름 및 기타 자료의 대출 또는 문의에 대한 편의에 응하는 것.
  나) 도서관 봉사의 충분한 이용을 성인 및 아동에 장려하여 그 이용에 관한 조언을 행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지 또는 기타 정보 이용에 응할 것.
  다) 도서관행정당국 및 도서관구역 내의 타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간에 완전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

제8조 (도서관 시설이용료에 대한 제한)

  ① 본 조항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행정당국은 그 당국이 제공하는 도서관 시

설에 대해(다른 도서관 당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요금을 징수 할 수 없다.
 [ ② 아래 ③과 ④에 따라, 장관은 규정으로, 가. 도서관당국이 규정에 명시하여, 이용되는 도서

관시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비용징수

를 요구하는 조항 이외에, 도서관시설에 대한 요금을 다루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 의거한 모든 규정은 모든 개인에게 인쇄 자료를 대출하는데 있어 도서관당국에 

의해 어떤 비용의 징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 주민에게 대출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위 제7조①에 따라 도서관당국의 의무이다.
  나.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대출되어야 한다.
  다. 자료는 전자적 혹은 기타 장치의 이용이 없이,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대출되어야 한다.
  라. 자료의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자료를 빌려보기 편리한 형태로 제

공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도서관당국이 인쇄 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시설이

용에 관하여, 혹은 지연 또는 손상되어 반환되는 반납자료에 관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것

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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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조항에 의거한 모든 규정은 도서관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시키는 것에 대해 도서관당국에 의해 어떤 비용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전자적 장치나 기타장치 혹은 마이크로폼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동안 인쇄자료의 전부 혹은 부분에 대한 열람.
  나.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도서관당국의 공공도서관서비스를 목적으로 유지되는 목록과 색

인 혹은 유사논문에 대한 조언.
  ⑤ 위 ②에 구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 의거하여 규정을 제정할 권한에는 다음의 

권한이 포함된다.
  가.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요금의 액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권한 

  나. 규정에 따라 상세히 명시되거나 결정되어 있는 대로, 최대금액 혹은 최대금액의 규모를 

실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권한.
  다. 도서관 당국이 공중에게 알려진 도서관시설에 대한 요금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

당 규정에서 상세히 제시하거나 내용을 기술하는 단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라. 장관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기타 부수적인 조항과 보완적, 필수

적 및 과도적 조항을 제정하는 권한.
  마. 다양한 개인과 환경,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다양한 

조항이 제정되는 권한.
  ⑤a 본 조항에 의거 규정을 만드는 권한은 법률적 방편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규정은 사전에 초안이 제시되어, 상하 양원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1992년 추가)
  ⑥ (1972년 폐지)
  ⑦ (용어정의 생략)

제9조 (분담금 및 보조금)

  ① 도서관행정당국은 공중의 구성원에게 도서관 시설을 제공하는 다른 도서관 당국이나 기

타 개인의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모든 도서관당국의 참조를 허락한 도서목록이나 색인을 유지하는 단체에 보조금

을 줄 수 있다. 혹은 위 제7조 1항의 의거하여 그들의 의무를 면해주는 방식으로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서관 당국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장관의 권한)

  ① 장관은 가) 도서관행정당국이 본법에 따라 또는 본 법 하에서 과해진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였다는 진정서를 받거나 또는 나) 도서관행정당국에 그러한 의무불이행의 소재 여부를 조

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의 실정을 조사한 연후 당해기관에 의한 의무 불이행을 

확인하면, 명령으로 직무태만을 선언하고 또 그 직무태만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방법 또는 

시기를 지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도서관행정당국은 명령으로써 요구된 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장

관은 직무집행명령 기타에 의해 그 이행을 통제하는 대신 1) (1996년 폐지), 2) 당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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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원회일 때는 동위원회는 지정한 기일에 해산하도록 명령조항을 만든다. (1) 그의 해산 

후에 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도서관행정당국은 다시 도서관집행기관이 될 수 있다. (2) 
(1996년 폐지) (3) 특히 지정된 도서관행정당국의 공공도서관 사업 등에 관한 업무가 장관에

게 이관될 것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도 명령으로 도서관행정당국의 공공도

서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장관에게 이관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령제정 권한이 의회의 양원 중 1원의 결의가 있을 때 폐지될 

수 있는 제정법적 규칙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집행기관의 업무가 장관에게 이관되었을 경우 장관은 언제든

지 명령에 의해 당해기관에 그 업무를 변환할 수가 있다. 또 당해 명령으로 반환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충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⑤ 1936년의 공중보건법 제324조의 규정(동 법상 직무태만 단체의 업무 수행으로 초래된 비

용과 관련한 규정)은 동조에서 지적하는 장관을 장관과 또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도서관행정 

집행관이 포함되는 것과 각각 검토한 연후 도서관행정당국의 사무를 수행할 때 장관이 부담

한 비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직원의 신분 자산 관련규정 생략)

제2장 박물관 및 미술관

제12조 (박물관 미술관의 설치 관리)

  ① 관계 지방행정당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있어서의 그 행정구역내 또는 그 구역 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 그 설치 또는 관리를 위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하여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② (1972년 폐지) 
  ③ 본조 규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리할 관계 지방행정당국이 이들의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타 관계 지방행정당국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그의 모집품의 이관에 관하여 

행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

  ① 관계 지방행정당국은 본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계 지방행정당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하여 본조에 따른 권한의 행사여부 또는 여타 

방법으로 행사하는가를 결정할 때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당해 지구의 교육진흥에 충분한 역

할을 이행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의 이익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14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비용분담)

  지방행정당국은 가)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내의 장소에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치 또

는 관리에 관하여 나) 혹은 이들 장소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조언 기타의 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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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원조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이 부담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15조 (전시물 구입기금 설치 권한)

  ① 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리하거나 설립을 신청하는 관계 지방행

정당국은, 자신이 관리하거나 해당조항에 의거하여 설립을 신청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비

치할 전시물의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 집행당국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치하였을 때, 지방당국은 전술한 목적

의 구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리하며, 자신에게 증여

된 특정 기증품에 첨부된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지방당국은 기금을 통합할 수 있다.
  ③ 이 법의 부칙 2항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지방당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1972년 폐지)

제3장 총칙

제16조 (질의)

  장관은 본법에 의해 지방행정 집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연차보고)

  장관은 매년 본 법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를 상하양원에 제출 한다.

제18조 (1972년 폐지)

제19조 (조례)

  ①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본법에 따라 동기관의 설치하는 시설의 이용 및 당해 시설의 구내에 

있어서의 개인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동 조례 인가는 장관이 이를 

부여한다.
  ② 1972년 지방자치법 제237조의 규정(조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에도 불구

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는 관계 지방행정당국의 직원은 조례에 위반한 자를 해당 

기관이 본 법에 의해 관리하는 시설에서 내 쫓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1972년 지방자치법 제236조 제8항의 규정(인가받은 규칙을 공중에 대하여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조례)에 따라 관계 지방행정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 시행한 조례의 복사를 

당해 기관이 본법 의거 관리 및 공중의 입장이 인정되는 건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 문화적 개최를 위한 건물 이용)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 지방행정당국은 집회 전시회 개최, 필름 및 슬라

이드의 상영 음악연주 및 기타 교육적 또는 문화적 성질의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며 또는 

(수수료를 징수 또는 징수치 않고)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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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1996년 폐지)

제22조 (1975년 폐지)

제23조 (지방법령)

  본법의 제 규정은 지방 법령에 별도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도 구애치 않고 그 효력을 갖는

다. 본법 시행 시 도서관행정당국은 지방 법령에 의해 부여한 권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공

공도서관이 본법 시행 이후 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전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어떠한 의미로도 지방 법령의 규정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해서

는 안 된다.

제24조 (실리제도(Isles of Scilly)관련 생략)

제25조 (용어정의)

  본법의 ｢도서관 지역｣의 용어는 제4조 제2항에 정한 의미를 갖는다.
  ｢도서관 재산 및 의무｣는 도서관행정당국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공도서관사업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재산 및 당해 업무를 행사하기 위해 취득 또는 부담한 권리 

및 의미를 의미한다.
  ｢도서관행정당국｣은 본법 혹은 본법 시행 이전 시기에 관해서는 1892년 내지 1919년의 공공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행정당국을 의미한다.
  ｢도서관 직원｣은 관계 지방행정당국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공도서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 기관 소속의 직원을 의미한다.
  ｢직원｣은 고용인을 포함한다.

제26조 (약칭, 폐지 등 시행 및 적용범위)

  ① 본법은 1964년의 공공도서관법으로서 인용할 수 있다.
  ② (1974년 폐지)
  ③ 및 ④ (1972년 폐지)
  ⑤ 본법 시행 직전에 1891년의 박물관 및 체육관법 제7조 또는 1901년의 공공도서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규칙은 이들 법률의 폐지에 의해 실표 않고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또한 장관이 승인 받은 것과 같이 간주하고 그 효력이 지속한다.
  ⑥ (1972년 폐지)
  ⑦ 본법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법의 규정은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해 적용 않는다.

[참고자료]

1) 법령원문 http://www.statutelaw.gov.uk
2)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 대영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도협회보｣ 제27권 제2호(1986), 2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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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도서관법 1972｣
- British Library Act 1972 c.54

1. 세계의 지식창고 영국도서관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BL)의 소장 자료는 1억5천만 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1억3,800만 종이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650만 종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쉽게 짐작할 만 

하다. 영국도서관은 매년 증가하는 300만종의 수집 자료를 비치하기 위해, 해마다 

12km에 달하는 신규 서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 소재 지하5

층 지상9층 연면적 112,000㎡ 규모로 지어진 영국도서관의 주 건물은, 20세기 들어 영

국에서 지어진 공공건축물 중 가장 큰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다. 올해 말 준공되는 우

리나라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연면적 38,000㎡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영국인들의 

영국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만하다. 

  하지만 영국도서관의 명성은 그 크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영연방 국

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호대차와 원문서비스의 수요는, 이제 인터넷의 디지털

전송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도서관은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re)의 ‘세계목록정보서비스(WorldCat)’에 연결된 영국도서관 원

문주문 플랫폼인 ‘영국도서관연결서비스(British Library Direct Plus)’를 통해, 소장 잡

지 6만7천 건과 회의자료 40만 건에 대한 ‘전자목차정보(Electronic Table Of Contents, 

ETOC)’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중 핵심저널 20,000여종의 최근 5년 내 기사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안전한전자적배달(Secure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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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저작권 사정에 부응하여, 금년 4월부터

는 원문서비스요금에 저작권료를 자동으로 추가하여 지불하는 저작권료지불서비스

(the Copyright Fee Paid Service)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도서관은 또한 이용자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런던시장 

소속의 런던개발청(The London Development Agency)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 중소상공

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및 지적재산권정보센터(Business & 

IP Centre)’를 운영하거나, 가족의 혼인계통과 직계조상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해 주는 

족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제전문가에 의한 문헌탐색과 전자정보검색을 유료로 서비

스하는 ‘연구서비스(Research Service)’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서비스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영국도서관법의 주요내용

  1972년 제정된 ‘영국도서관법’은 당시 영국박물관도서관(BML), 국립과학기술대출

도서관(NLLST), 국립과학발명참고도서관(NRLSI), 국립중앙도서관(NCL) 등 4개 도서

관과 영국국가서지(BNB)를 통합하여 새로 발족한 영국도서관을 감독 및 관리하는 책

임기구로서 ‘영국도서관위원회(British Library Board)’를 설치하였다.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전국적인 참고 및 서지 정보서비스의 중심기

관으로 관리하며, 도서관서비스를 다른 교육기관이나 산업에 활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 1인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이 임명

한다. 위원은 도서관이나 재정 및 행정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하여 구성 

된다. 

  법인으로서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기구로서 도서

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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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규정을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료대출, 

기타 이용에 관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의 임명과 규정의 제정 등 운영절차에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도서관법은 ‘영국도서관위원회법’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이 

법에서는 영국도서관을 관리 ․ 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국립도서관법에서 흔히 보이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이나 임무, 수

집범위 및 납본업무, 국가서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또한 국가대표도

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이나 서지네트워크 등

에 관한 조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례와 판례가 우선하는 영미법체계의 특

성에 따라, 단위 도서관으로서 영국도서관의 지휘체계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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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서관법 1972｣
- British Library Act 1972 c.54

  이 법은 영국박물관도서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위원회의 감독 및 관리 아래 영국의 국립도서

관을 설립하고 관련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72.7.27] 

제1조 영국도서관

  (1) 이 법은 “영국도서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도
서관은 서적, 필사본, 연속간행물, 필름 및 기타 기록물 등의 포괄적인 장서로 구성된다.

  (2) 영국도서관은 “영국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공공 당국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있게 되며, 위
원회의 임무는 영국도서관을 과학기술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참고서비스, 연구, 서지 및 

기타 정보서비스의 전국센터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의 서비스가 교육․학습기관, 다른 도서관, 산업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a)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후원하는 기능을 두

어야 한다.
    (b) 위원회는 1964년 공공도서관박물관법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당국의 지출이나, 혹은 공

무원이든 아니든 도서관 설비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들의 장서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자료를 

대출하고, 모든 자료 혹은 시설을 교육 및 문학 또는 문화 성격의 이벤트들과 연결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의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자료의 대출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 및 개인들의 관심, 요구 자료의 물리적 상태와 희소성 정도, 
그리고 노출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한명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a) 적어도 위원들 중 한명은(아마도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상근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b) 위 (a)항에 따라, 의장 및 여왕에 의해 임명된 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은 비상근 위원

으로 임명될 수 있다.
      (bb) 장관에 의해 임명된 비상근 위원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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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c) 한명의 비상근위원은 영국박물관의 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도서관이나 대학 업무, 재정, 산

업 혹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
    (2A) 위 (1)항 (bb)에 따라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와 자문을 거쳐 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장관 혹은 위원회가 때때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해야 한다.
  (4) 이 법령의 부칙 조항은,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위원회의 절차 및 부차

적인 권한에 관하여, 직원의 고용과 그 기간 및 조건에 관하여, 이 세부조항에 따라 구성

되는 자문회의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영국박물관도서관의 이전

  (1) 이 조항에 따라서 재산이 귀속되기 바로 전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이었던 모든 품목

은, 
    (a) 박물관의 인쇄도서부, 필사본부, 동양인쇄서 및 필사본부 등에서 장서를 이루었던 모든 

품목은,
    (b) 장서의 보관 혹은 관리나 부서의 행정목적으로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품목은, 
       지정된 날로부터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에서 영국도서관위원회의 자산이 된다.
  (2) 이 법에서 “지정일”이란 법정 명령으로 장관에 의해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3) 위 (1)항은, 이 조항에 의해 위원회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위원회와 박물관이사회가 문서

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없다. 
  (4) 위 (1)항에 관계없이, 박물관이사회는 위원회가 이사회에게 해당품목이 영국 도서관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 자신들의 소장품에서 해당 품목을 이사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품목을 이전할 수 있는 박물관 이사회의 권한은, 해당품목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표현에 의하건 아니면 함축적 의미이건) 모든 책임이나 조

건에도 불구하고, 또는 1963년 영국박물관법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어야 한

다. 이 조항은 1963년 영국박물관법 제9조에서 언급된 이전의 권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 이전된 모든 재산은, 이전에 해당 책임이나 조건에 의해 박물

관이사회에 부여되었다면, 동일한 책임이나 조건에 의해 위원회의 소관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6) 박물관이사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위원회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합의한 

해당 항목(지불조건을 포함하여)에 대해, 영국박물관 직원에 의해 위원회로 양도되는 업

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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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관련 추가조항

  (1) 1911년 저작권법의 제 15조(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의 출판업자가 그 책의 사본을 영국 

박물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는 마치 제 (1)항, 제 (3)항, 제 (6)항에의 영국박물관 이사

회의에 대한 (1),(3),(6)항에서 언급된 참고사항이 영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참고사항인 것

처럼 효력을 갖는다.
    (a) 1932년 영국박물관법 제1조 1항에서 언급한 이사회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들에 대해 상

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이사회에 의해 문서로 요구된 바에 따라 1911년 

법의 제15조의 조건들로부터 특정 범주의 출판물을 제외한다.)
    (b) 해당 법의 제1조 2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박물관 이사회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c) 지정일 직전 발효된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규정은, 이사회에 대한 관

련사항들을 위원회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2) [1993년 폐기]
  (3) 위원회는 매년 장관이 지정한 날 이내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의사록과 활동성과

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의회의 양원에 해당보고서 사본을 제

출해야 한다.

제5조 재정 및 회계

  (1) 장관은 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영국도서관위원회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재무부는 영국도서관의 관리에 관해서든(이사회의 소장 자료를 위한 새로운 자료

의 취득을 포함하여), 또는 일반적인 행정에 관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발생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지불된 총액의 이용과 지출에 관한 한,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그때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매 회계연도에 위원회가 수령한 재원은, 처리될 자산에 관해서든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관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이러한 돈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

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의 해당 지시는 통합자금

(Consolidated Fund)으로 지불되는 재원의 전부 혹은 일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적절한 회계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각 재정년도의 회계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회계보고는 그해 재정

년도의 만기 이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장관에 의해 감사

관과 감사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관과 감사원장은 회계보고를 검토하여 

이를 인증해야 하며, 감사보고를 더하여 의회 양원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직원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에 대한 자문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의무가 있으

며, 이는 합의에 의해 방식으로, 사건해결의 중재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의



12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해 고용된 개인의 고용기간 및 조건에 대해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과 유지

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와 해당조직 간 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위원회에 상호 관심이 되는 기타 문제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위원회 업무의 운영에 있어

서 효율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의 안전, 건강,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과 유지에 관하여, 양자에게 바람직한 방향

으로 위원회와 해당조직 간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무이다.

제7조 이 법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으로 인용된다.

부    칙

제2절 영국도서관위원회와 그 자문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제1조 위원회는 영속적 지위와 공동 인장을 가지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부칙조항에 따라, 자신의 임용기간에 준해서 직무를 맡거나 사임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은 3년 이하 또는 7년 이상 해당기간에는 임용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혹은 여왕폐하에 의해 임명된 위원

인 경우에는 여왕에게 서면 고지함으로써,) 자신의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

신의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도 동일한 고지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직 혹은 위원장직을 마친 위원은 재임용될 수 있다.

보수, 수당 및 연금

제5조 
  (1) 위원회는,
    (a) 위원들에게 장관이 결정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b) 장관이 임명한 모든 위원에 대해, 혹은 각각에 있어서, 해당 연금, 수당, 혹은 사례를 

지불해야 하며, 또는 연금, 수당, 사례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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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장관은 위원직을 마친 개인이 보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개인에게 지불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장관은 개인을 위원으로 처음 임명하면, 이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에게 지불되

거나 지불될 수 있는 급료 및 수당의 내역을 의회 양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

에 따른 후속조치가 해당내역의 명세와 다르거나, 이 조항에 따른 조치가 위원에 대한 연

금, 수당, 또는 사례의 지불과 관련이 있다면, 장관은 조치 이후 지체 없이 의회 양원에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3) 이 조항에 따른 장관에 의한 모든 결정과, 그리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요구사항은, 

공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975년 폐기]

의사록

제7조 
  (1) 위원회의 정족수는 5인이 되어야 하며, 회의의 준비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 위원회의 모든 의사록의 효력은, 위원의 결원이나, 임명상의 결함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없다. 

제9조 위원회 인장의 사용은, 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회가 해당목적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일부 

사람의 서명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인장으로 정식 시행된 모든 문서나 위원회를 위하여 서명된 모든 문서는 증

거 효력을 가지며, 반대의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시행되거나 서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차적 권한

제11조

  (1)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차적이거나 유익한 것으로서, 해당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법인으로서 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금을 차용할 권한

이 없다. 
  (2) 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실행 혹은 처리방식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 수정, 폐지할 수 있

다. 그리고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소장 자료

의 대출 또는 이용에 관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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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술한 바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권한은 자신의 소장 자료의 목적에 맞든 아니든 다음의 

세부조항에 준해서 모든 자산을 폐기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이 법의 제3조 (1)항(a)에 의하여, 위원회에 양도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단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a) 위원회의 장서에서 또 다른 자료의 복본이 있을 때(양도되었든 아니든), 혹은

    (b) 1850년 이후에 인쇄된 것으로, 사진이나 사진과 유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해당 자료의 

복본이 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을 때, 혹은

    (c) 위원회의 의견으로, 소장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처분될 수 있을 때, 혹은

    (d) 그 처리가 1992년 박물관미술관법의 제6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산이 어디에 있든(이 법의 제3조(1)항 (a)에 의해 위원회에게 

이전 되었거나 않거나) 1992년 박물관미술관법의 제6조에서 제시한 것을 제외한 신탁이

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 위원회는 신탁이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산을 처리하거나 거래

할 수 없다.; 그리고

    (b) 자산은 위원회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어떠한 개인의 수중에서라도 동일한 신탁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6) [폐기]

직원

제12조

  (1)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타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기타 개인들에게 공무장관의 승인

을 얻어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급료 및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과 기타 개인들의 경우(위

원회의 위원이 아님) 이미 정해진 대로 그들에 대하여 연금․수당․사례를 지불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대로 해당 연금․수당․사례의 지불을 이행하거나, 해당 연금․수당․사
례의 지불에 대한 계획(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을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

  (3) 앞서 언급되었던 계획의 참가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을 때는, 위원은 해당 계획의 목

적을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복무보다는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으로서 복무한 것

처럼 처리될 수 있다. 해당 계획에 의한 개인의 권리는 이 부칙의 제5조 (1)항 (b)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1) 해당일 직전 국가 공무원 또는 영국박물관 이사회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가, 지정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임용된 개인의 경우, 위원회는 그들의 고용기간을 협상함에 있어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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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당시 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던 이들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다음 조항에서, ‘1965년 법’은 ‘1965년 정리해고보상법(Redundancy Payments Act)’을 의미

하며, ‘퇴직연금법(the Superannuation Acts)’은 1965년과 1972년의 퇴직연금법을 의미한다.
  (3) 지정 일에 위원회에 고용된 개인이 위 (1)항에서 언급된 대로 해당일 직전 고용되었다면,
    (a) 1996년 고용안정법(the Employment Rights Act)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지정 일 이전에 

고용된 모든 기간은(아래 (4)항에 의해 제외된 기간이 아닌) 위원회의 고용기간으로 간

주되어야 하며, 고용자의 변경이 고용기간의 연속성을 해칠 수 없다.
    (b) 만일 개인이 영국박물관 이사회에 고용되어, 그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일부터 위원

회에 재고용된 경우에도, 그는 1965년 정리해고보상법에 따라 잉여인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4) 이 세부조항에 의해 제외되는 고용기간이, 고용계약의 종료결과로 해당일 이전에 고용이 

끝나는 경우에는, 1965년 법 제1부 또는 퇴직연금법이나 대체법령에 따라서, 혹은 1965년 

법 제41조 (3)항에서 언급된 조정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퇴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자문회의

제14조

  (1) 이 법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자문회의는, 장관이 해당 세부조항

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의장과 기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자문회의 의장과 다른 자문위원들에게 사례금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결정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자료]

1) British Library, <http://www.bl.uk/>
2) British Library Act, <http://www.statutela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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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2003 Chapter 28)

1. 영국의 납본제도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국가도서관의 기

본적 임무로서, 법적 납본제도는 출판자들로 하여금 자국 출판물을 국가도서관에 의

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수집임무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발전되어 왔다. 국가적 수준에서 법적 납본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537년 불란서의 ｢납본법령｣을 효시로 보며, 1594년 벨기에, 1610년 영국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납본제도를 통해 국가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국가도

서관의 근대적 모델을 구현하였다고 평가된다. 

  당시 활자발명과 과학혁명 등으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서, 출판물에 대

한 효과적인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국

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납본법령을 제정하거나, 저작권 혹은 출판관련 법령에서 납

본조항을 두어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납본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1709년 저작권법에서 납본규정을 마련한 이후, ｢2003년 법정납본도

서관법｣이 제정되기 까지 무려 400여년을 저작권법에서 납본법령을 유지하여 왔다. 

저작권법의 납본규정은 1801년, 1814년, 1836년, 1842년, 1911년 모두 5차례 개정되었

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납본부수의 증감을 다루고 있을 뿐, 대영박물관을 우선하는 

납본전통은 오늘날 1억5천만 점에 달하는 영국도서관 장서를 있게 한 가장 강력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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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구로 활용되었다. 납본규정은 물론 지상최대의 지식창고를 자임하는 영국도서관

의 자존심을 키워주었던 원동력이었지만, 연간 300만점의 출판물 수집을 가능하게 하

는 또 다른 원동력은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납본의무를 이행한 영국 출판업자들의 

호의적인 참여와 협력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법정납본도서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은 a.영국도서관, b.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 c.스코틀랜드변호사회, d.더블린 트리니티대학도서관, e.웨일

스국립도서관 등 모두 6개관으로 이들은 1911년 저작권법 이래 영국 내 출판물에 대

한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더블린의 트리니티대학도서관은 아일

랜드가 1949년 영국연방에서 탈퇴한 이래 ｢2003년 납본도서관법｣에서도 영국납본도

서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출판물을 영국도서관에게 납본토

록 의무를 규정한 호혜적인 입법정책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가 서로 상대국 도서관

에 납본하는 상호주의에 기인하고 있었다.

2. 법정납본도서관법의 제정경과

  저작권법 내 납본규정으로 실시되었던 납본법령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

은, 1990년대 이래 출판물의 매체가 다양화 하면서, CD-ROM이나 디스켙, 전자저널 

등의 전자자료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영국도서관의 출판물수집체계에 문제점이 지

적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하원의 ‘납본제도조사위원회’가 비인쇄출판물의 수집과 보

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자, 문화 ‧ 미디어 ‧ 스
포츠부는 2,000년 ‘비인쇄출판물에 대한 자발적인 납본에 관한 취급지침’을 제정하였

다. 또한 동 부처는 같은 해 도서관계와 출판업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조직하

여 자발적 납본제도와 온라인출판물의 납본에 따른 각종의 기술적 및 행정적 문제점

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영국 내 출간되는 전자출판물의 50%

가 자발적 납본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보고하고, 출판자의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납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지적된 납본법

은 결국 2002년 12월 노동당의 발의로 하원에 제출되었고, 1년여의 심의과정을 거쳐 

2003년10월30일 별도 입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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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은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의 납본규정을 대신하여, 인

쇄출판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출판물 등의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의

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집대상인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

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주무장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유

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수집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이 법은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법조항에 마련함으로써, 차후로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상세 내용을 장관령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의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납본대상 비인쇄 출판물의 수집범위에

서 녹음자료와 영화필름을 제외하고 있는 점, 둘째, 온라인출판물의 수집범위와 절차

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주무장관이 별도 제정하도록 한 점, 셋째, 납본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 의한 비인쇄출판물의 복제나 개조 및 제삼자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넷째, 납본도서관이 웹상에서 직접 출판물을 복제하는 웹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다섯째, 웨일스 및 스코들랜드 관련 조항에서 제한

을 두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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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2003년 법률 제28호)

-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를 대신해 인쇄된 출판물, 온라인 · 오프라인 출판물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납본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납본된 자료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

하며 기타 관련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법률. [2003년 10월 30일]

  이번 소집된 의회에서 성직 · 세속의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승인에 근거해 여왕폐하 및 의회

양원의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법을 정한다.

납본의무

제1조 출판물의 납본

  (1) 영국 내에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자는 그 ｢출판물｣ 1부를 이 

조에 근거해 납입 받는 자격을 갖는 납본도서관에 의해(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한 경우) 지
정된 납입처로 자부담으로 납입해야 한다. 

  (2) 더블린 트리니티(Trinity) 대학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이외의 납본도서관이 납입처를 지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판물｣ 1부를 ｢납본｣도서관에 납입해야 한다. 
  (3) 인쇄출판 저작물의 경우 아래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규칙에서｣ 지정된 예외규정에 따

르는 것으로 한다. 
    (a) 도서(소책자, 잡지, 신문을 포함)
    (b) 낱장 활자인쇄물 및 악보

    (c) 지도, 계획, 차트, 표
    (d) 상기 저작물의 일부분

  (4)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규칙에서｣ 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적용한다. 
  (5) 다음에 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구성된 저작물은 ｢규칙에｣ 명기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녹음자료 또는 영화필름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b) 상기 자료 및 이에 부수하는 다른 자료

  (6) 제6조(2)항(h)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항에 근거하는 의무는 그 저작의 출판물을 출

판되는 매체형식으로 납입한다. 
  (7) 이 조에서의 ｢납입처(address)｣란 영국 내의 주소 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13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제2조 신판 및 별판 

  (1) 이 법률은 영국에서 기존에 동일한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복수의 매체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a) 제1조(1)항을 이들 매체의 한 가지 출판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b) 그 매체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이 조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지 아닌지의 조건

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집행

  (1) 이 조는 법률에 의거하거나 근거해 납본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납입처 또는 납본도서관으

로 납입해야 하는 자(이 조에서 ｢출판자(the publisher)｣라고 한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게

을리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납본｣도서관은 출판자에게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 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주 법원(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Sheriff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항[(2)항]의 제기에 다음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법원 또는 Sheriff 법원이 출판

자에게 동항 [(2)항]의 명령을 대신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을 [납본]도서관으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출판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기타 이유에 의해 동항 [(2)항]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인쇄출판물

제4조 인쇄출판물 : 영국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the British Library Board)는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의 [출판

물] 1부를 납입 받을 자격을 가진다. 
  (2) 출판물은 출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량판과 동등한 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영국도서관이사회는(제출이 전자적 방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로 수령서를 발행해

야 한다.

제5조 인쇄출판물 : 기타 납본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 이외의 각 납본도서관은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을 청구하여 

그 출판물을 납입 받을 자격이 있다. 
  (2) 이 조에 근거하는 청구는(발신이 전자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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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 전에 실시할 것.
    (b) 특히 백과사전,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행될 모든 권호 또는 속편

과 관련지어 실시할 것.
  (4) 어떠한 청구도 출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할 수 없다. 
  (5) 그 1부는 다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a) 발행일

    (b)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청구서가 수령된 일

  (6)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대부수의 것과 동등한 질의 것으로 

한다. 

비인쇄출판물

제6조 규칙 : 비인쇄출판물의 납본

  (1) 주무장관은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에 적용되도록 제1조 및 제2조를 보충하

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를 정할 수 있다. 
    (a) 납본도서관이 제1조에 근거해 납입처로서의 자격을 얻거나 잃을 경우의 기일 및 조건

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b) 제1조(1)항에서 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출판물과 함께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 프로그램 및 정보의 복제물과 그 저작물에 부속하여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취급설명서 이외의 자료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 
    (c) 출판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명기된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 
    (d)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입을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것

    (e) 저작물이 질이 다른 출판물로서 제작된 경우에는 납입해야할 저작물의 질을 정하는 것.
    (f) 저작물이 다른 형태로 출판되거나 공표된 경우에는 [납본]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정한 조건에 따라 납입하는 저작물의 형태가 결정

되도록 규정하는 것.
    (g)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h)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출판물의 제출매체를 정하는 것.

제7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의 제한

  (1) 이 조의 (3)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관계자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다음 [(2)항]의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2) 그 행위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자료를 이용하는 것(그 이용이 필연적으로 자료의 일시적인 복제물 제작을 수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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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를 불문한다).
    (b) 자료를 복제하는 것(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
    (c) 관계 자료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개조

하는 것.
    (d) 제삼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납본도서관이 그 관리 하에 있는 도서관시설에서 이용

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제외).
    (e) 제삼자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것.
    (f) 자료를 처분하는 것.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관계 자료와 관련된 관계자가 전항 [(2)항]에 들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들고 있는 것에 관한 규정을 특히 정할 수 

있다.
    (a) 관계 자료의 이용 또는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

    (b) 이용자가 관계 자료의 이용을 개시하는 기일 및 조건

    (c) 관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요건

    (d) 관계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제한(납본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전자

출판물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대수 제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이용자(reader)｣란 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납본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그 도서관이 관

리하는 도서관시설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b) ｢관련 자료(relevant material)｣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로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된 것.
     (ii)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자료로서 제6조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라 납입된 것.
     (iii) 제10조(6)항에 적용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
     (iv) 이 호의 (i)에서 (iii)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을(처분할 즈음에) 복제한 것.
    (c) ｢관계자(relevant person)｣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i) 납본도서관 또는 대행자

     (ii) 이용자

    (d) 납본도서관이라 하면 [스코틀랜드] 변호사회(the Faculty of Advocates)를 포함한다.
  (6) 이 조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자의 소송에서, 법정의무 불이행의 

소송에 적용되는 항변과 기타 부수 조건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 저작권 등

  (1) 1988년 법 제1부 제3장(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행위) 중 제44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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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조를 추가한다. 

｢제44A조 법정납본도서관｣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

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와 관련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무장관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진 명기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이 장의 

규정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전항[(3)항]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명기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a) 명기된 목적을 위해 실시된 행위.
    (b)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용자가 행하는 행위.
    (c)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행해지는 행위.
    (d) 명기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행해지는 행위.
  (5)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6)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의회 양원 중 어느 의원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도록 위임법규에서 

정한다. 
  (7)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2003년 법(the 2003 Act)｣이란 2003년 납본도서관법을 말한다.
    (b) ｢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 ｢이용자(reader)｣, ｢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2003년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c) ｢명기된 (prescribed)｣이라 함은 주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1997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기타 제 권리에 관한 규칙(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위임법규 1997년 제 3032호(S. I. 1997/3032))의 제3부(데이터베

이스권리(database right)) 중 규칙 제20조에 [규칙 제20A조로서]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데이터베이스권리에 대한 예외 : 납본도서관 규칙 제20A조｣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데이터베

이스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

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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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1988년 법 제44A조(3)항에 근거하는 규칙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명기된 행위에 관한 

동법 제44A조(2)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에 따라(한편 그 범위 내에서) 전항[(2)항]의 적용

에서 제외한다. 
  (4) 이 규칙 [규칙 제20A조]에서의 용어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2003년 법(the 2003 Act)｣이란 2003년 납본도서관법을 말한다.
    (b) ｢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 ｢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2003년 법 제7조에서 말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면책

제9조 면책 : 출판물 등의 납본

  (1) 출판자가 제1조에 따라 저작 출판물을 납입할 때 다음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a) 그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을 것.
    (b) 그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제1조에 따라 저작 출판물의 납입에 전항 [(1)항]을 적용할 경우, 제6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 · 프로그램 또는 자료의 복제물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면책 :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1) 납본도서관 또는 그 대행자는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되는 저작 출판물에 대해 제7조(2)항의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을 납본도서관의 책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a) 납본도서관이 그 저작물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

나,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납본도서관이 해당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정황 또는 사

정을 알고 있는 경우.
    (b) 납본도서관이 그 정보를 알고 나서 그 저작물에 관련된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던 경우

  (3) 제1조에 따라 어떤 자(이 조에서는 ｢출판자(the publisher)｣라고 한다)가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납입처에 저작 출판물을 납입한 경우 출판자는 그 출판물과 관련해 제7조(2)항에

서 들고 있는 행위를 관계자가 함으로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

을 지지 않는다.
  (4) 다음의 경우에 전항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출판자가 그 출판물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출판자가 해당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정황 또는 사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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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우.
    (b) 출판자가 그 정보를 알고 나서 내용이나 사실 · 사정을 납본도서관에 알릴 수 있는 상당

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5) 인터넷상에서 출판된 저작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항[(6)항]을 그 저작물

의 복제물에 적용한다.
    (a) 저작물이 이 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이를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된 경우

    (c) 그 복제물이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납본도서관이나 그 대리자에 의해 인터

넷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된 것인 경우.
  (6) 이 항을 저작물의 복제물 1부에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본]도서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 [복제물] 1부에 관련해 제7조(2)항에서 들고 있는 

행위로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b)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된 저작물[출판물] 1부에 관련되어 실시된 행위에 이 조의 (1)항, 

(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 1부에 관련되어 실시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7) 이 조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관계자(relevant person)｣란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b) 제7조(2)항에서 들고 있는 행위란 (제7조에서 정의된)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지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말한다.
    (c) 납본도서관이라 할 때에는 스코틀랜드 변호사회를 포함한다.
  (8) 주무장관은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련해 이 조를 적용하기 위해 

규칙에 따라 이 조를 그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형사책임을 포함) 책임에 적용하

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단 명기된 요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9) 저작물의 복제물에 관련된 행위에 이 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복제물의(처분에 즈음해) 복

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조를 적용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규칙

제11조 규칙 : 일반규정

  (1)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 제정권은 다음과 같다.
    (a) 특히 다양한 매체, 저작물의 표기, 납본도서관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목적을 

갖는 여러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포함할 것.
    (b) 그 규칙 제정권이 미치는 모든 사안에 관련해 행사 가능함과 동시에 명기된 예외규정

에 따르는 사안에 관련되거나 특정 사안이나 특정 종류의 사안에 관련되어 행사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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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은 주무장관이 다음의 모든 이와 협의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없다. 
    (a) 납본도서관

    (b)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한 출판자

  (3) 제1조(4)항과 제6조에 근거한 규칙은 그 규칙제정 이전에 출판된 출판자에 적용되도록 정

할 수 없다.
  (4) 제1조(4)항, 제2조, 제6조에 근거한 규칙은 이에 관련된 저작물을 출판하는 자가 규칙의 

결과로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그 저작물의 납입으로 생기는 공중에의 편익에 

비교해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정할 수 없다. 
  (5) 제1조(4)항,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은 이에 관련된 저작물을 출

판하는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없다.
  (6)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제정권은 위임법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단 그 규칙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위임법규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의원의 결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경

우 정할 수 없다.

제12조 규칙 :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1)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

고는 이를 정할 수 없다. 
    (a) 이 법률에 근거해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을 관리하는 기관

에 주어진 자격을 그 규칙이 박탈하게 되는 경우

    (b) 전호 [(a)호]의 기관에 주어지지 않은 자격을 그 규칙이 다른 납본도서관에 부여하는 

경우.
  (2) 그 자격이 전자출판물의 납입에 관한 것이며 이들 출판물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

음 어딘가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전항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법률 출판물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변호사회

    (b) 기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3)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은 (1)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주무장관이 스코틀랜드의 장관과 협의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없다. 

  (4)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이 어딘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웨일스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for Wales)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

    (a) 이 법률에 근거해 웨일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Wales)을 관리하는 기관에 주어

진 자격을 그 규칙이 박탈하게 되는 경우.
    (b) 전호 [(a)호]의 기관에 주어지지 않은 자격을 그 규칙이 다른 납본도서관에 부여하게 

된 경우.
       단 그것은 그 자격이 전자출판물의 납입에 관한 것이며 [웨일스국립도서관을 관리하

는] 기관에 대해 이들 출판물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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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웨일스국립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은 전항 

[(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무장관이 웨일스국민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없다. 

제13조 규칙 : 더블린의 트리니티(Trinity)대학

  (1) 더블린의 트리니티대학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격을 주는 이 법률에 근거한 규칙은, 
그 자격으로 납입되는 관계 자료에 관해 주무장관이 다음의 경우를 확신하지 않는 한 제

정할 수 없다.
    (a) 제7조에 의한(그 조에 근거해 정하는 규칙을 고려해) 관계 자료에 관련된 행위의 제한

에 있어, 아일랜드의 법령에 근거해 이들 행위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것.
    (b) 영국의 지방 법령에 근거한 관계 자료에 관한 저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리, 특허

권의 보호에 관해 아일랜드의 법령에 근거해 상응하는 권리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뒤떨

어지지 않는 것.
    (c) 제10조(3)항, (4)항(또는 그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항)에 근거하는 책임에 

대한 보호에 관해 아일랜드 법령에 근거해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것. 
  (2) 이 조의 ｢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총  칙

제14조 해석

  이 법률에서의 용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988년 법(the 1988 Act)｣이란 1988년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에 관한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c.48))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권리(database right)｣란 1997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기타 제 권리에 관한 

규칙(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S. I. 1997/3032) 제13조(1)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
  ｢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이란 영국도서관이사회 및 다음 각 호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a)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b) 웨일스 국립도서관

  (c)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안도서관

  (d) 케임브리지 대학도서관

  (e)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도서관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이란 온라인출판물 또는 오프라인 출판물을 말하며 (1988
년 법 제178조에서 부여된 의미인 경우) 전자형태의 모든 출판물을 포함한다.

  ｢영화필름(film)｣이란 1988년 법 제5B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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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medium)｣란 출판물의 매체를 말하며 특히 온라인출판물 또는 오프라인출판물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명기되었다(prescribed)｣란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것을 말한다.
  ｢출판(publication)｣이란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a) 공중에 대해 저작물을 복수 부수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 한편

  (b) 전자적 재생시스템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된 표현은 이에 준해 해석된다. 
  ｢출판물(publication right)｣이란 1996년 저작권 및 관련된 제 권리에 관한 규칙(Copyright and 

Related Rights Regulations 1996) (S. I. 1996/2967) 제16조(1)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 
  ｢녹음자료(sound recording)｣란 1988년 법 제5A조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 

제15조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삭제

  (1) 별표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폐지되거나 삭제된다.
  (2) 1925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Scotland Act 1925 (c.73)) 제5조(1911

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11) 제15조에 기초한 특권의 이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이 조[제5조]의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003년 납본도서관법 제1조에 근거한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관리기관인 이사회

에 납입된 법률출판물은 이사회에서 스코틀랜드 변호사회에 송부되는 것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스코틀랜드 변호사회가 문서로 지정한 법률출판물을 동법 제5조에 근거해 

이사회를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에 추가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의 (4)항 및 (5)항의 ｢법률서(law books)｣를 ｢법률출판물(legal publications)｣로 개정한다.
  (5) 이 조의 (5)항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6) 이 조의 ｢출판물(publication)｣은 전자적 검색시스템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출판물을 포함한다.｣

제16조 적용개시 및 그 범위

  (1) 이 법률의 전 조까지의 규정은 규칙제정권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법규로 정하는 

명령에 의해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2)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이 조의 (1)항에 기초하는 명령은 주무장관이 스코틀랜드 대신과 웨일스 국민의회와 협의

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없다.
  (4) 이 법률은 제1조가 시행되기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법률은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제17조 약칭

  이 법률은 2003년 납본도서관법으로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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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조(1)항
폐지 및 삭제

참 조 폐지 또는 삭제의 범위

1911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11(c.46) 제15조

1932년 대영박물관법

(British Museum Act 1932(c.34) 이 법률 전체

1972년 영국도서관법

(British Library Act 1972(c.54) 제4조(1)항

1999년 웨일스국민의회 명령(권한위양) 
(National Assembly for Wales(Transfer of 
Functions) Order 1999(S.L. 1999/672)

별표 2의 1911년 저작권법에 관련된 기재사항

[참고자료]

1) “イギリスにおける2003年法定納本圖書館法の制定” / 平野 美惠子. [外國の立法] 第223號
(2005.2), pp.96~117.

2)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Legal Deposit Libraries Act : Explanatory Notes" 
<http://www.opsi.gov.uk/acts/en2003/2003en28.htm>

3) 법령영어원문 <http://www.uk-legislation.hmso.gov.uk/acts/acts2003/ukpga_20030028_e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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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서관법 1950｣
- 사회교육법에 기초한 공공도서관법

  1950년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법(1948년) 및 학교도서관법(1953년)과 

함께 일본 도서관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도서관 관련법령의 하나이다. 이들 도

서관 관련법령은 모두 패전 후 미군점령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민주적 사회질서로의 

재편을 위하여, 승전국 미국의 도서관전문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얻어 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쟁 이전 군국주의적 황국체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정비되었다.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설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과는 달리, 일본의 

도서관법은 사회교육법(1949년)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이 설치

한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공공도서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건전한 발달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

다. 따라서 나라에서 설치한 국립도서관, 초등 · 중등학교 부속 학교도서관, 고등교육

기관 부속 대학도서관, 기업 등이 설치한 전문도서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공공도서관과 비슷하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한 문고 등은 모두 이 법률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 

  도서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립도서관, 제3장 사립도서관 등 모두 전3개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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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그리고 

도서관봉사(제3조), 사서 및 사서보에 대한 규정(제4조~제6조), 공공출판물의 수집(제

9조) 등이 명시되고, 제2장 공립도서관에서는 설치(제10조), 직원(제13조), 도서관협

의회(제14조), 입관비(제17조), 도서관의 보조(제20조) 등이 규정되며, 제3장 사립도

서관에서는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제25조), 국가 및 공공단체와의 관계(제26조, 제27

조), 입관비(제2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은 제정이후 모두 7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조문에 많은 변

화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99년 7월 일본 지방행정 개혁을 위한 추진법령으로 제

정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저기준

(제19조, 제21조)과 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한 도서관장의 사서자격(제13조 제3항) 등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모두 22개 조항만이 남아 있다. 또한 도서관법의 큰 특징을 이루

고 있는 자료이용의 무료원칙(제17조)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는 등, 일본 내에서 현재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이견과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7년 8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도서관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이하 법령전문>.



14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도서관법 1950｣
제정(소화25.4.30, 법률118호)
개정(소화60, 법률90호)
개정(평성10.6.12, 법률101호)
개정(평성11.7.16, 법률87호)
개정(평성11.12.22, 법률160호)
개정(평성14.5.10, 법률41호)
개정(평성18.6.2, 법률50호)
개정(평성19.6.27, 법률96호)

제1장  총칙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의 정신에 기초해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① 이 법률에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지방공공단체,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
호)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한 것(학교에 부속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제외)을 말한다. 

  ② 전항의 도서관 가운데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도서관이라고 하며, 일본 적

십자사 또는 민법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하는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이라고 한다. 

  (도서관봉사)

제3조 도서관은 도서관 봉사를 위해 지역사정 및 일반 공중의 희망에 따라, 더한층 학교 교육

을 원조하도록 유의하고, 대체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항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자료, 지방행정자료, 미술품, 레코드, 필름의 수집에도 충분히 유의하여 도서, 기록, 

시청각교육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
  2. 도서관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히 하고, 그 목록을 정리할 것.
  3.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자료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이용을 위한 상담에 응하도

록 할 것.
  4. 다른 도서관 즉, 국립국회도서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부속 도서실 및 학교 부속 도서관 

또는 도서실과 긴밀히 연락 · 협력하여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를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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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관, 열람소, 배본소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문고, 대출문고의 순회를 행할 것.
  6.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영사회, 자료전시회 등을 주최하고, 장려할 것.
  7. 시사에 관한 정보 및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제공할 것.
  8. 학교, 박물관, 공민관, 연구소 등과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할 것.

  (사서 및 사서보)

제4조 ①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라 칭한다. 
  ②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한다.
  ③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돕는다.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

제5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서가 되는 자격을 갖는다.
  1.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3년 이상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 도서관의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서강

습을 수료한 자.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서보가 되는 자격을 갖는다.
  1. 사서의 자격을 갖는 자.
  2. 고등학교 혹은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로 제6

조 규정에 의한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

제6조 ①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과학대신의 위촉을 받아 행함. 
  ②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에 관해 이수해야할 과목, 단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

으로 정한다. 다만 그 이수해야할 단위 수는 15단위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삭제

  (협력의 의뢰)

제8조 도 ‧ 도 ‧ 부 ‧ 현(都道府県)의 교육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 내의 도서관봉사를 촉진시키

기 위해, 시(특별구를 포함. 이하 같음)정촌(市町村)의 교육위원회에 대해 종합목록의 제작, 
대출문고의 순회,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등에 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 출판물의 수집)

제9조 ① 정부는 도 ‧ 도 ‧ 부 ‧ 현이 설치하는 도서관에 대해 관보 기타 일반 공중에 대한 홍보

용으로 제공되는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의 간행물을 2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공립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해 각각 발행하는 간

행물과 기타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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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립도서관

  (설치)

제10조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규

정되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직원)

제13조 ① 공립도서관 관장 및 해당 도서관을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전문직원,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도서관업무를 관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여 도서관봉사의 기능 달성에 노력해

야한다. 

  (도서관협의회)

제14조 ① 공립도서관에 도서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과 함께, 도서관이 실

시하는 도서관봉사에 관하여 관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5조 도서관협의회의 위원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관계자 혹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가운

데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6조 도서관협의회의 설치, 위원의 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도서관을 설

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입관료 등)

제17조 공립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징수해서는 안된다. 

  (공립도서관의 기준)

제18조 문부과학대신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

람직한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 게시하도록 한다.

제19조 삭제

  (도서관의 보조)

제20조 ① 국가는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시

설, 설비에 요구되는 경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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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에서 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국가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이후의 보조금 교부를 중지함과 동시에, 이미 교부한 해당연도의 보조

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도서관이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지방공공단체가 보조금 교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방공공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장 사립도서관

제24조 삭제

  (도 ‧ 도 ‧ 부 ‧ 현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제25조 ① 도 ‧ 도 ‧ 부 ‧ 현 교육위원회는 사립도서관에 대해 지도(指導) 자료의 작성 및 조사연

구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 ‧ 도 ‧ 부 ‧ 현 교육위원회는 사립도서관에 대해 그 요구에 응해서 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제2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의 사업에 간섭을 가하거나, 또는 도서관을 설치

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제2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에 대해, 그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물자의 확보에 관

하여 원조를 할 수 있다. 

  (입관료 등)

제28조 사립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도서관 동종시설)

제29조 ① 도서관과 동종시설은 누구나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시설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생략)
[참고자료]

1) 総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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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학교도서관법 1953｣
- 1953년 세계 최초로 법제화 

  일본에서 1953년 제정된 ｢학교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만의 단일법령으로는 세계최

초라고 한다. 전쟁 후 폐허 재건에 여념이 없던 시기에,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

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니,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을 보내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가지게 된 우리로서는 부러

운 사정이 아닐 수 없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초중고교에는 거의 100%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전국의 학

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모두 24,859명으로, 학교도서관법에서 사서교사 배

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12학급 이상의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교사가 21,104명이

고, 정령으로 사서교사 배치를 당분간 유예하고 있는 11학급 이하의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가 3,755명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통계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분교를 포함하여, 2007
년 현재 전국의 학교수는 초등학교 22,693개교, 중학교 10,955개교, 고등학교 5,313개
교 모두 38,961개교로 집계하고 있다. 어림잡아도 전체 학교의 약 63%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2006년 전체 학교수 11,016개교에서 424명(3.8%)의 사서교사 

배치되어 있는 국내 실정에 비교하면 월등히 양호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 대부분이 학급 및 교과담임 등을 겸직하며 본

래의 사서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각종 잡무와 겸직으로 도서관운영

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내 사서교사들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일본 ｢학교도서관법 1953｣ ∥ 151

  학교도서관의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일본 내 초중등학교 교직원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서는, 27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21학급 이상의 중학교, 12학급 이상의 고

등학교에서 사서교사와 별도로 학교도서관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실제로 약 8,000여명의 직원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학교사무를 겸직하고 직무분담

이 분명치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관련자들 간에는 학교도서관 전담직원으로서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위한 학교도서관법의 개정 여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에서는 학교교육의 언어능력 함양을 위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전담직원의 

충원을 추진하는 인적체제의 정비시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저변에는, 사회적 관심을 모아 끊

임없이 대안을 제시해 온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진흥사업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법적인 정비와 개선운동을 통해 사서교사 및 학교사

서의 확대배치와 지위보장을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기준과 도서폐기기준, 매
체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정하였으며, 학교도서관관련 통계조사와 교육‧연구‧발간사업

을 실시하는 등 학교도서관 발전을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민간사회단체 활동

의 전형적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내용은 간결하다. 모두 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법조문은 법

령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를 통해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히고, 제3조 설치의무에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5조 사서교사에서 “…사서교사를 두

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강제적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

다. 간혹 현실법령의 운영상 애로를 감안하여 “…할 수 있다.”거나 “…하도록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표현을 자주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명쾌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제5조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부칙 특례조항에서 “정령에서 정해진 규모 

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당분간” 사서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현실사정을 반

영하고 있는 점은, 입법취지의 당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정의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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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법 1953｣
1953.8. 8(소화28) 법률 제185호 제정

2007.6.27(평성19) 법률 제 96호 개정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초적인 시설이라는 것에 비추

어, 그 건전한 발달을 꾀하고, 그것을 통해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학교도서관은 초등학교(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를 포함한다.), 중학교(중등

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의 중등부를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지칭한다.)에 있어 도서, 시
청각교육자료, 그 이외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하여 그것을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 또는 학생의 건전한 교양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 된 학

교 시설을 말한다.

  (설치의무)

제3조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

제4조 학교는 대체로 다음 각호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

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다.
  ①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② 도서관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히 하고, 그 목록을 정비하는 것.
  ③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상영회, 자료전시회 등을 행하는 것.
  ④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그 이외 학교도서관 이용에 관해서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 지도하는 것.
  ⑤ 다른 학교의 학교도서관,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하는 것.
  2.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다. 

  (사서교사1))

제5조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관장하기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1) 원문에서는 사서교유(司書敎諭)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사서교유는 학교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학생

들의 독서교육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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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항의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임명한다. 이 경우에 해당교사는 사서교사의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한 사서교사의 강습은 대학이나 그 외 교육기관이 문부과학성장관의 위촉

을 받아 행한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서교사의 강습에 관해 이수해야 할 과목 및 단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설치자의 임무)

제6조 학교의 설치자는 이 법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그 설치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정비하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임무)

제7조 국가는 학교도서관을 정비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명시된 

사항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① 학교도서관의 정비 및 충실한 임무수행과 사서교사 양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

는 일.
  ② 학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도 및 권고를 행하는 일.
  ③ 앞의 각호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학교도서관의 정비 및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일.

부칙 초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소화 29년(195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서교사 설치 특례)

  2. 학교에는 평성15년(2003년) 3월 31일까지(정령에서 정해진 규모 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당분간)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관계없이 사서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부칙 생략)

[참고자료]
1) 文部科學省 平成19年度 學校基本調査 調査結果の慨要 

   <http://www.mext.go.jp/b_menu/toukei/001/08010901/> 
2) 社團法人 全國學敎圖書館協議會(Jap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JSLA) 學校圖書館資料 

<http://www.j-sla.or.jp/shiry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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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국민에게 서비스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개요

  일본의 국회도서관은 1948년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유일의 국립

도서관으로서, 국회와 정부 및 대법원, 국민 등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정부부처 행정

자료실 등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원래 

전쟁 전 일본의 국가도서관은 1890년 설립된 ‘제국의회도서관’과 1872년 설립된 ‘제

국도서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패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미국

의회도서관 사절단의 조언에 따라 미국식 의회도서관체제로 통합‧정리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동경본관’, ‘관서관(關西館)’, ‘국제어린이도서관’ 등 3개관 5개

부 47개과의 조직에 906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2개

부 12개과(팀)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에서 290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거의 3배 수준의 규모이다.

  의정활동지원을 우선하는 국회도서관으로서 의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중시하며, 

정부 및 법원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국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함께 해야 하는 기능적 

특성이 방대한 조직규모로 반영된 결과이다. 가장 규모가 큰 ‘조사 및 입법 고사국’은 

분야별 12개 조사실과 입법지원을 위한 1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상  

부처마다 설치하여 운영하는 25개 행정부처 도서관이 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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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관리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교토(京都)소재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을 개관하면서, 동경본관의 

기능 중, 일본 고서적의 보존,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의 보존, 도서관상호대차업무, 종

합목록네트워크관리, 점자 및 녹음도서 등 장애인도서관서비스업무, 도서관분야 조사 

및 연구, 디지털화사업과 전자도서관서비스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여 본관과 분관의 

분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제10장, 제11장 납본규

정에 의해 일본 내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 즉 지도와 레코드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

하는 출판 자료를 납본 받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약 900만 책의 자료를 수집 보존하

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는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도 실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시각장애인용 도서관자료 보급사업으로서 1975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녹음 도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도서관을 상대로 대출하는 사업을 지속하

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세계6개 대륙에 지정‧운영

하는 보존센터(IFLA 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중 아시아보존센터를 유치하

여 아시아 각국에 대한 보존기술 보급과 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내용

  국립국회도서관법은 모두 12개장(章) 28개조(條)와 1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제정 이래 모두 16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관서관 설치와 납본관련 규정이 추가

되었을 뿐, 도서관운영의 기본원칙은 큰 변화 없이 60년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제1장 설립 및 목적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이라고 칭하지만, 도서관서비스의 대상

과 범위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과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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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관장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국회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직무의 과실이 없는 한 계속 재직을 보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도서관운영의 경과와 제 규정 및 예산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국회 양

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업무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장 제6장에서는 조직운영을 명시하고,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임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설치된 ‘관서관’에 

대한 부가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임무와 관련하여 제7장에서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봉사

를 명시하고, 제8장에서는 일반 공중 및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제9장부터 제11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있으며, 제12장에서 금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승인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 ‧ 개정에 따른 17개의 부칙조항이 나열되고 있다<이하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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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제정 소화 23년 (1948년)  2월  9일 법률 제  5호
개정 소화 24년 (1949년)  6월  6일 법률 제194호
개정 소화 30년 (1955년)  1월 28일 법률 제  3호
개정 평성  6년 (1994년)  7월  1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1년 (1999년)  4월  7일 법률 제 31호
개정 평성 12년 (2000년)  4월  7일 법률 제 37호
개정 평성 14년 (2002년)  3월 31일 법률 제  6호
개정 평성 16년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5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4월 13일 법률 제 27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7월  6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 10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 16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6일 법률 제 76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13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100호
개정 평성 20년 (2008년)  4월 25일 법률 제 20호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확신에 의해서, 헌법에서 서약한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이에 설립되었다.

제1장 설립 및 목적

제1조 이 법률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법률을 국립국회도서관법이라 칭한다.

제2조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대하여, 나아가 일본국민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

하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도서관 및 향후 설립되

는 지부도서관으로 구성된다.

제2장 관장

제4조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1인으로 한다. 관장은 양원 의장이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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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장은 직무집행의 과실이 없는 한 재직한다. 관장은 정치활동을 조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파면되는 일은 없다. 관장은 양원 의장의 공동제의에 의해서는 파면될 수 있다.

제5조 관장은 도서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및 고용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관장은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관

리상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은 공시에 의해서 시행된다.

제6조 관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양원 의장에 대해 전 회계연도의 도서관경영 및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한다.

제7조 관장은 1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마다, 이전 기간 중에 일본 국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목

록 또는 색인을 작성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관장은 출판에 적절한 양식으로 일본의 법률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부관장 및 그 외의 직원, 그리고 고용인

제9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부관장은 1인으로 한다. 부관장은 관장이 양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임

면한다. 부관장은 도서관사무에 있어 관장을 보좌한다. 관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관

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관장이 관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국립 국회도서관의 기타 직원 및 고용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한 자에 대해, 국회직

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도서관직원은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행정 또는 사법 각 부문의 지위를 겸직할 

수도 없다. 단,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의 지부도서관 직원의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의원 운영위원회 및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제11조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서관의 경과에 관한 관

장의 보고, 도서관 관리상 관장이 정하는 제 규정, 도서관 예산 및 기타 사무에 대해 심사한다.
  ②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은 전 항의 심사결과를 해당 원에 보고한다.

제12조 국립국회도서관에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 최고재판소장관이 임명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1명 및 내각 총리

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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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무에 있어 보수를 받지 않는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연락조정위원회는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대해, 국회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국립국회도서관 봉사의 개선에 관해 권고한다.

제5장 도서관의 부국

제14조 관장은 관리 사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부국(部局) 및 기타 단위를 도서관에 설치한

다.

제6장 조사 및 입법고사국

제15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조사 및 입법고사국이라는 이름을 갖는 1국을 설치한다. 
이 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구에 따라 양원 의원회의 현안 중인 법안, 또는 내각에서 국회로 송부된 안건을 분석, 
또는 평가하여 양원 위원회에 진언하고 보좌함과 동시에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를 제공하고 원조하는 일.
  2. 요구에 따라, 혹은 요구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입법자료 혹은 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 번역, 색인, 적록(摘錄), 편집, 보고 및 기타의 준비를 하여, 해당 자료의 선택 또는 

제출에 있어서 당파적, 관료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양원, 위원회 및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입법을 준비할 때,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을 보좌하고, 의안의 기초를 작성하는 데 봉사하는 

일. 단, 해당 보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며, 조사 및 

입법고사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입법 발의 및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4.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의 필요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 또는 

일반 공중에게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제16조 이 국에 필요한 국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

는 데 적합한 자에 관해 국회직원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이 국의 직원으로, 양 원의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관련분야에 전문 

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2 관서관

제16조2 중앙도서관에 관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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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서관의 위치 및 소장사무(所掌事務)는 관장이 정한다.
  ③ 관서관에는 관서관장 1명을 두며, 국립국회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④ 관서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관서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7장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의 봉사

제17조 관장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과 도서관 봉사를 연계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을, 이러한 부문을 각기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의 위원

의 추전에 의해서 임명한다. 단,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

을 따르고, 또한 해당부문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2.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목록법, 도서관상호대차 및 

자료교환, 종합목록 및 종합일람표 작성 등을 포함, 도서관운영의 방법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도서자료를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장에게 연보 및 특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의 예산은 해당 부문의 예산 안에 ‘도서관’이라는 비목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 비목의 경비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을 대표하는 연락조정

위원회 위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타 경비로 유용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은 해당 각 부문에 충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해야 한

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그 직원을 국회직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하

여 임면할 수 있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방법을 해당 각 부문의 장관 또는 관장에

게 권고하거나 직접 구입 또는 입수할 수 있다.

제20조 관장이 최초 임명된 뒤 6개월 이내에,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현존하는 모든 도서관은, 
본장의 규정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이 된다. 또한, 현재 도서관을 보유하지 않

은 각 청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지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장 일반 공중 및 공립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

제2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봉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공립 기타 도서관을 경유하여, 양원 

위원회 및 의원, 그리고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일본국민

이 그것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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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자료 및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네트워

크를 통해 열람제공을 받는 도서관자료와 동등한 내용을 가지는 정보를, 국립국회도서관 

건물 내, 혹은 도서관상호대차를 통해, 또는 복사나 전시 등을 통해 일반 공중의 사용 및 

연구용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의에 따라서 도서관봉사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기타 봉사를 제공한다.
  2. 모든 종류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도서관조직 및 도서관봉사의 개선을 통해, 도/도/부/현 의

회나 기타 지방의회, 공무원 및 도서관 직원을 원조한다.
  3.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출판물을 다른 도서관 및 개인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

장이 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판매한다.
  4. 일본의 도서관자료자원에 관한 총합목록 및 전국 도서관자료자원과 연계하는 이용을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목록과 일람표 작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② 관장은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복사를 행 할 경우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액수의 

복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정해진 바에 의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복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이하 [복사

사무]라고 한다)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사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복사물을 인도받는 사람은 해

당 법인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복사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수수한 복사요금

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위탁에 관련된 복사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이용자를 주된 이용자로 상정하는 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국제적인 연계 하에서 행하는 지부도서관으로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설

치한다.
  ② 국제어린이도서관에는 국제어린이도서관장 1인을 두며,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중 관장

이 임명한다.
  ③ 국제어린이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9장 수집자료

제23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수집 자료로서,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다음 장 및 제11
장의 규정에 따른 납본 이외에도 구입, 기증, 교환, 유증 기타 방법에 의해, 또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이관에 의해 수집 할 수 있다.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장관은, 해당 각 부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사용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도

서 및 도서관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에 이관하거나 교환에 제

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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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에 의한 출판물 납본

제24조 국가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국가의 제 기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출판물(기밀 취급되는 것 및 서식, 견본,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공용, 또는 외국정부 출판물과의 교환 및 기타 국제적인 교환에 사용

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30 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도서

  2. 소책자

  3. 축차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필름

  7. 전 각 호에 게재된 것 외에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혹은 그림

  8. 축음기용 레코드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들 법인을 위해, 전항에 규정된 출판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11년(1999)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

법인

  2. 국립대학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3. 특수법인 등(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혹은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에 관해 행정관청의 인

가를 요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별표 제1에서 예로 든 것

  ③ 전2항의 규정은 전2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그 재

판의 내용이 초판 또는 전판의 내용과 비교해서 증감, 또는 변경이 없이, 그 초판 혹은 전판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전에 이미 납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2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을 위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는, 해당기관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에 준하는 특별지방공

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관에 대해서는 5부 이하의 부수를, 정촌(이에 준하는 특

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관에 있어서는 3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

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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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 법인을 위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 해당 법인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 기타 도/도/부/현 또는 시의 제 기관에 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2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항만법(소화25년(1950) 법률 제218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만국.
  2. 지방주택공급공사법(소화40년(1965) 법률 제124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주택공급공사

  3. 지방도로공사법(소화45년(1970) 법률 제82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도로공사

  4. 공유지확대추진에관한법률(소화47년(1972) 법률 제66호)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발공사

  5. 지방독립행정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독립행

정법인

  6. 특수법인 등 중에서 별표 제2에서 들고 있는 것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장 그 외의 자에 의한 출판물의 납본

제25조 앞 2개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는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판물을 발행할 시, 앞 

2개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의 축적 및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완성된 중 가장 양호한 판본 1부를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단, 발
행자가 그 출판물을 국립국회도서관에 기증, 혹은 유증하였을 때, 또는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납입 또는 기증 혹은 유증]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을 납입하는 자에 대해서, 관장은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한다．

제25조2 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을 납본하지 않았을 때

에는 해당 출판물의 소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전항의 과태료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제12장 금전의 수입 및 지출 예산

제26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 그 봉사 및 수집 자료에 관련하여 즉시 지불에 쓰기 

위한 금전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경우에는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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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국회도서관에 충당되는 모든 경비는 관장의 감독 하에 지정된 지출관에 의해 지출

된다.

제28조 국립국회도서관의 예산은, 관장이 이를 작성하여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예산을 심사하여 권고를 덧붙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양원의 의장에게 송부한다.

부  칙

제29조 이 법률은 공표일로부터 실시한다.
  ② 소화22년(1947) 법률 제84호 국회도서관법은 폐지한다.

제30조 이 법률이 실시되는 날에 양원의 도서관은 각각 분리된 도서관으로서의 존재를 끝내고, 
그 수집 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된다. 

제3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각종의 지위에의 임명에서, 완전한 유자격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관장은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임시로 그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 그 지위에 맞는 우수한 유자격자를 얻을 수 있다면, 임시 임명은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소화24년(1949) 6월6일 법률 제194호)

  1. 이 법률은 소화24년(1949) 7월1일부터 실시한다.
  2. 이 법률의 실시 이전에 발행된 출판물의 납입 또는 납본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소화30년(1955) 1월28일 법률 제3호)

  1. 이 법률은 제22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평성6년(1994) 7월1일 법률 제82호)

  1. 이 법률은 공표일로부터 실시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

도서관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우에노

(上野)도서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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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평성 11년(1999) 4월 7일 법률 제31호)

  1. 이 법률을 평성12년(2000) 1월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1조 및 동조 제1호, 동조 제3호, 
그리고 동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평성12년(2000) 4월7일 법률 제37호)초

  1. 이 법률은 평성12년(2000) 10월1일부터 실시한다.
  2. 이 법률에 의해 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출판물에 대해

서는, 당분간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납입을 

면해 줄 수 있다.
  3. 이 법률 시행 전에 발행된 출판물의 납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  칙(평성14년(2002) 3월31일 법률 제6호)

  1. 이 법률은 평성14년(2002) 4월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1조에 4항을 더한 개정 규정 중,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계 된 부분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평성16년(2004) 12월1일 법률 제145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17년(2005)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통합법률지원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성립된 때부터 실시한다. 
  (성립시기 평성18년(2006) 4월10일)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에 발행된 출판물의 납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  칙(평성17년(2005) 4월13일 법률 제27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개정 규정은 평성17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평성17년(2005) 7월6일 법률 제82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19년(2007)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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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평성17년(2005) 10월21일 법률 제102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우정민영화법의 시행일부터 실시한다. [이하 생략]
  (시행일 평성19년(2007) 10월 1일)

부  칙(평성19년(2007) 3월31일 법률 제10호)

  1. 이 법률은 평성19년(2007)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동년 7월1일
부터 실시한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국립국회도서관이 기증, 또는 유증 받았던 출판물에 관련하여, 이 법률

에 의해 개정 전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전일본출판물목록에 의거하

여 출판된 것의 송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  칙(평성19년(2007) 3월31일 법률 제16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19년(2007)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들고 있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실시한다.
  1. 제2조,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5항,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부칙 제13조 2항에서 4항

까지의 규정은 평성19년(2007) 10월 1일
  2. [생략]

부  칙(평성19년(2007) 6월6일 법률 제76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실시한다. [이하 생략]
  (정부 명령으로 정한 날, 평성20년(2008) 1월 1일)

부  칙(평성19년(2007) 6월13일 법률 제82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들고 있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실시한다.
  1. 제2조 및 부칙 제7조, 제8조, 제16조, 제21조에서 24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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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7조의 규정 : 평성20년(2008) 1월31일 이내에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날. 
     (정부 명령으로 정한 날, 평성19년(2007) 10월 1일)
  2. 제4조 및 부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 : 평성20년(2008) 4월30일 이내에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날.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날, 평성20년(2008) 4월 1일)

부  칙(평성19년(2007) 6월27일 법률 제100호)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정부 명령이 정하는 날부터 실시한다.
  (정부명령으로 정한 날, 평성19년(2007) 8월 10일)

  (구법의 효력)

제2조 이 법률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총합연구개발기구법(이하 ‘구법(旧法)’이라 칭한다.)의 규

정에 의한 총합연구개발기관으로, 이 법률의 실시 때 현존하는 것(이하 ‘기구’로 칭한다.)에 

대해서는, 구법(제3조, 제4조 2항부터 6항까지 및 제2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

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구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청산 완료 사항이 등기 될 때까지, 
다음 조항에서 규정하는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의 효력이 생겨 날 때까지(이
하 ‘구법적용기간’이라 말한다.) 그 효력을 갖는다. 

  (국립 국회도서관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제34조 부칙 제31조 및 부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되기 전 다음에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

은, 구법 적용기간 중에는 효력을 갖는다.
  1. 국립 국회도서관법 별표 제1 총합연구개발기구의 항

  2~8. 생략

부  칙(평성20년(2008)4월25일 법률 제20호)

 
  이 법률은 평성20년(2008)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 일본중앙경마회 항의 다음

에 1항을 더하는 개정규정은 일본연금기구법(평성19년(2008) 법률 제109호)의 시행일로부터, 별
표 제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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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 (제24조 관계)

명칭 근거 법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 

(소화47년(1972) 법률 제31호) 

공영기업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법

(소화32년(1957) 법률 제83호)

국제협력은행
국제협력은행법

(평성11년(1999) 법률 제35호)

국민생황금융공고
국민생황금융공고법

(소화24년(1949) 법률 제49호)

상공조합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법

(소화11년(1936) 법률 제14호)

중소기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법

(소화28년(1953) 법률 제138호)

일본은행
일본은행법

(평성9년(1997) 법률 제89호)

일본소형자동차진흥회
소형자동차경주법

(소화25년(1950) 법률 제208호)

일본사법지원센터
종합법률지원법

(평성16년(2004) 법률 제74호)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법

(평성9년(1997) 법률 제48호)

일본정책투자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법

(평성11년(1999) 법률 제73호)

일본중앙경마회
일본중앙경마회법

(소화29년(1954) 법률 제205호)

농수산업협동조합적금보험기구
농수산업협동조합적금보험법

(소화48년(1973) 법률 제53호)

농림어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법

(소화27년(1952) 법률 제355호)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법

(소화46년(1971) 법률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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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 (제24조2 관련)

명칭 근거 법

지방경마전국협회
경마법 

(소화23년(1948) 법률 제158호)

일본하수도사업단
일본 하수도사업단법

(소화47년(1972) 법률 제41호)

[참고자료]

1) 日本國立國會圖書館 홈페이지 <http://www.ndl.go.jp/index.html> 
2) 日本國立國會圖書館法 <http://www.ndl.go.jp/jp/aboutus/data/a1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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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
Law No. 257/2001 Coll. of 29 June 2001

1. 체코공화국 도서관행정체계

  체코공화국은 일찍이 1919년에 도서관법(the General Public Libraries Act)을 제정하

여 지역마다 공공도서관 설치를 추진하였을 정도로 도서관문화에 있어서 오랜 전통

을 가진 국가이다. 일찍이 사회주의 행정의 국가적 통할체제에 따라 체코의 모든 도

서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국 네트워크로 공유되는 이상적인 협력시스템을 형성

하여 왔다. 

  지난 1989년 공산정권이 붕괴하였을 때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끊긴 도서관들이 일

부 통폐합이나 사업포기를 겪으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오랜 기간 국

민생활에 실익을 주는 공공시설로서 기여하였던 도서관문화의 전통에 힘입어, 현재

는 새로운 도서관법에 따라 과거 도서관협력시스템의 효율성을 거의 복원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체코의 도서관행정은 문화부가 주관한다. 문화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자문기구인 

‘도서관중앙위원회(The Central Council of Libraries)의 조언을 받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체코공화국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과 모라

비안지역도서관(The Moravian Regional Library), 매칸시각장애인도서관출판사(The 

K.E.Macan Library and Printing House for the Blind)등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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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국립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

(Information Centre for Librarianship)을 두고, 문화부장관의 직접 지휘아래 도서관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연구소장은 

현재 국립도서관의 도서관협력 부관장이자 문화부 자문기구 ‘도서관중앙위원회’의 

의장을 겸직하며, 문화부와 국립도서관, 도서관협회, 학회 등을 연계하는 협력구조의 

중심에 서서 국가도서관정책을 조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연구소는 도

서관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사서전문가 양성체계연구, 도서관법령‧기준‧지침연구, 저

작권대응, 디지털프로젝트사업, 정보수요분석 등 체코도서관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년 제정된 체코공화국의 도서관법(On Libraries and Terms of Operating Publ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aw No. 257/2001 Coll. of 29 June 2001)은 1919년 최

초 도서관법(the General Public Libraries Act, No.430, 22 July 1919)과 1959년 두 번째 

도서관법(the Unified System of Libraries Act, No.53, July 1959)에 이은 세 번째 도서관

법이다.

  첫 번째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열람실과 참고자료 및 대출기능을 갖춘 공

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봉사인구 만 명 이상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

를 두도록 하여, 10년만인 1929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 도서관법은 공공, 학교, 과학, 대학, 의학 등의 관종별 도서

관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립체코슬로바키아도서관에 이들

을 통할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의 도서관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공산정권의 붕괴와 슬로바키아의 독립으로 실질적 효력

을 상실한 채 10여년을 유지되어 오다가 2001년 새 법에 의해 폐기되었다.  

  세 번째 도서관법은 이전 법에서 강조된 도서관통합시스템의 전통을 이어받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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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유형을 국립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기초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전국적 도서관협력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문화부는 도서관협력시

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에게 문화부 

등록을 요구하고, 이들 간 상호서비스 업무 및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

서관장서의 등록 및 점검과 폐기절차, 그리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

는 점 등은 이 법의 실용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전국 14개 지역마다 지역도서관을 두도록 하여, 지역 내 기초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정보데이터베이스개발과 도서관상호서비스의 지

역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은,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

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도서관법의 지역대표도서관 역할모델에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공화국 도서관법은 무료이용과 공평한 접근을 원칙으로 공공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모든 도서관들에게 문화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 도서관들에게는 다양

한 국가보조금 지원혜택을 제공하거나, 저작권법이나 출판법 등에서 인정하는 예외

적 지위를 보장한다. 등록 도서관은 전국 공공정보 접근시스템으로서 다른 도서관과

의 상호서비스에 참여해야 하고, 임무 소홀에 따라서는 일정한 벌금을 내야하는 제재

규정을 적용받기도 한다.

  2007년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도서관은 모두 6,122개관으로, 이중 공공도서관은 자

치시립(Municipal)도서관 4,754개, 시읍(City/Town)도서관 841개, 지역(Regional)도서관 

14개로 모두 5,609개관이고,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ies)은 대학도서관 64개, 연구도

서관 70개, 의학도서관 81개, 박물관도서관 126개, 아카이브도서관 23개, 행정도서관 

10개, 기타 139개 등 모두 513개관으로 집계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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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용어에 관하여 2001｣
 (일명  ‘도서관법’)

- On Libraries and Terms of Operating Publ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Act)
 

  의회는 다음의 체코공화국 법률을 채택하였다.

제1조

  (1) 이 법은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시스템 및 그 운영조건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다루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도서관(library)”은 이 법에 의해 정의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

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도서관으로 등록한 시설을 의미한다.
  b. “도서관 자료(library document)”는 도서관장서의 개별 항목으로 등록된 정보원이다.
  c. “도서관 장서(library collection)”는 조직되고, 일관되게 개발되고, 처리되고, 보호되고, 보존

된 도서관자료의 모음을 의미한다. 
  d. “도서관상호서비스(inter-library services)”는 도서관 자료들이 보존된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

자들에게 서비스할 목적으로 도서관 상호간에 제공되는 일련의 대출 및 정보복사서비스를 

의미한다.
  e. “역사적 장서(historical collection)”는 1860년도 이전 간행된 도서관 자료들로 구성된 도서관 

장서를 말하며, 이는 유일본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거나, 도서관법이나 기타관련 법규

에 의해 특별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지정된 도서관 장서를 의미하기도 함.
  f. “보존용 장서(conservation collection)”는 특별한 입법에 따라 의무 납본에 대한 수령자로서 

다른 도서관에 의해 건네받은 도서관 자료들로 구성된 도서관 장서이다.
  g. “전문 장서(specialized collection)”는 어떤 특정한, 보통 기술적(technical) 속성의 도서관 자

료들을 포함하는 도서관 장서이다.
  h. “지역적 기능(regional functions)”이란 지역도서관과 지역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도서관들이 

지역 내 기초(Basic)도서관들에게 특별히 자문이나 교육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

로서, 장서교환을 촉진하고, 교환가능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며, 도서관 발전과 공공도서

관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I. “도서관 운영자(operator of a library)”는 자신들의 고유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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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 시스템

  (1) 도서관 시스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체코공화국의 국립 도서관(이하 “국립 도서관”이라고 함), 매칸(K.E.Macan)시각장애인도

서관출판사 

    b. 문화부(이하 “부처”)에 의해 설립된 브로노(Brno) 소재 모라비안(Moravian)지역도서관

    c. 관련 지역 행정당국에 의해 설립된 지역 도서관(Regional Library) 
    d. 관련 기초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초 도서관(Basic Library) 
    e. 전문 도서관(Specialized Libraries)
  (2) 전(1)항 조목 c)와 d)에서 언급한 도서관들은, 전(1)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법인에 의

해 설립될 수 있다.

제4조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1)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도서관장서 혹은 상호대차를 통한 다른 도서관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

    b. 구두상의 서지 및 참고, 주제 정보와 문헌탐색을 제공

    c.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중재, 특히 국가 행정 및 지방 공공행정으로부터 정보의 

중재

    d. 도서관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 정보 접근을 촉진

  (2) 도서관 운영자는 전(1)항에서 언급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오디오나 시청각 기록 등의 복제 특성을 가진 도서관 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

는 것

    b. 도서관 상호 복사서비스의 틀 안에서 복제물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의 장

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는 것

    c. 국제적인 도서관 상호 서비스의 틀 안에서 도서관 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는 것

  (3) 도서관 운영자는 기타 서비스, 특히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 인터넷에서 유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

    b.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학습 활동

    c. 관련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

    d. 복사 서비스의 제공

    e. 서면 서지, 참조용 및 주제 정보, 그리고 문헌 탐색의 제공

  (4) 도서관 운영자는 (3)항 a)부터 c)에서 언급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의 제공에

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5)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등록관련 행정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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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서관 운영자는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와 기타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들

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7)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의 상세한 내용을 명시한 도서관규칙을 제정한다.

도서관 등록

제5조 

  (1) 주무부처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도서관 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2) 도서관 등록을 위한 가입 신청서는(이하 “신청서”) 도서관 운영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3)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도서관 운영자가 법인이라면, 운영자의 이름 혹은 거래자명, 그들의 식별 번호, 주소, 활

동 영역과 법적 형식

    b. 운영자가 개인이라면, 운영자의 이름, 성과 생년월일, 발급받은 ID 번호, 거주지 주소

    c. 도서관(9조부터 12조까지)의 유형과 주소, 명칭, 혹은 사례에서와 같이, 해당 전문분야

  (4) 도서관 규칙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5) 도서관 운영자가 특별 규정에 따라 공공 리스트에 등록된 법인이라면, 운영자는 60일 이

내 이러한 공공 리스트로부터 발췌한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도서관 운영자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혹은, 주나 지역 당국이 조직 단위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운영자는 그들의 설립 증명서와, 사례에서와 같은 예산 편성규칙이나 조직 구

성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6) 주무부처는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운영자에게 고지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보류하고 

이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1)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법에서 규정된 모든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면, 도서관시설은 주무부처의 도서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무부처는 완

결된 제안서의 제출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서관운영자에게 등록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주무부처는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법에서 규정된 모든 공공도서관정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관시설의 경우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1)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등록부에 신고한 내용과 변동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부처에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무부처는 변동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등록부에 해당사항을 수정하

고, 변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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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 주무부처는 자체 혹은 다른 법인의 발의에 따라, 제2조항, a)항에서 정의된 도서관의 특징

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도서관등록 등재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주무부처는 또한 도서관운영을 종료하는 운영자의 신고에 의거해서 도서관등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항 (1)항과 (2)항에 의한 결정에서, 도서관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삭제되는 날짜를 규정할 

수 있다.

도서관 유형

제9조 국립 도서관

  (1) 국립도서관은 전문 장서들에 의해 보완되는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다.
  (2)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시스템센터이다. 이 시스템에서 국립도서관은 조정, 기술, 정보, 교

육, 분석, 연구, 표준화, 기법 및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에서 다음

을 수행한다.:
    a. 체코 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기록을 통합목록의 형식으로 개발

하여, 도서관들에게 제공한다.
    b. 국가서지를 편찬하고, 국가서지시스템의 협력을 담당한다.
    c. 국제표준도서 및 음악번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활동한다.
    d. 체코공화국 내 국가도서관상호서비스센터로 활동한다.
    e. 공식출판물의 국제교환 국가센터로 활동한다.
    f. 특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관련 문제에서 저작권 공동관리

자와 교섭하는 도서관시스템을 대표하고, 도서관대출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g. 지역기능의 전국적 협력을 책임지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제10조 매칸(K.E.Macan)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출판사, 브로노 모라비안(Moravian) 

지역도서관

  (1) 매칸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출판사는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다; 이는 영구 

보관하는 장서로서 역사적 장서와 보존용 장서를 포함한다.
  (2) 브로노 모라비안 지역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으로, 가능한 전문 장서

들에 의해 보완된다.; 이는 영구히 보관하는 장서로서 역사적 장서와 보존용 장서를 가지

며, 남부 모라비안 지역의 지역 도서관으로 활동한다.

제11조 지역 도서관

  (1) 지역 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으로, 가능한 전문 장서들로 보완된다. 
지역 도서관은 영구 보관하는 장서로서 보존용 장서와 역사적 장서를 갖는다.

  (2) 지역 도서관은 도서관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조정, 기술, 정보, 교육, 분석, 연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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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및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에서 다음을 수행한다.
    a. 국가서지편찬과 통합목록개발에서 국립도서관과 협력한다.
    b. 지역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제공하고, 지역서지시스템의 조정을 수행한다.
    c. 도서관상호서비스의 지역 센터로서 활동한다.
    d.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지역 내 도서관들과 협

력한다.
  (3) 해당지역은 도서관예산의 재정적 수단으로부터 지역 기능의 수행에 노력한다.
  (4) 지역 도서관은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에서 선정된 기초 도서관들에 의해 수행되

는 지역 기능들을 조정한다. 지역 기능을 특정 기초도서관들로 변경하는 협약은 서면으

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지역 도서관이 소재지역 기초 도서관으로써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역기능에 대한 지원은 

지역행정당국에 의해 분담되어야 한다.

제12조 기초 도서관(Basic Library)

  (1) 기초 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장서 혹은 전문적 도서관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2) 기초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도서관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제13조 전문 도서관(Specialized Library)

  (1) 전문 도서관은 전문분야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다.
  (2) 전문 도서관은 조정, 기술, 정보, 교육, 분석, 연구, 기법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도서관시

스템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에서 다음을 수행한다.
    a. 국가서지를 편찬하고 통합목록을 만드는데 국립도서관과 협력한다.
    b. 특정주제 분야 서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c. 국립도서관과 협력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도서관상호서비스센터로서 활동 한다.
    d.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해당 전문분야 다른 도

서관들과 협력한다.

제14조 도서관 상호 서비스

  (1) 이용자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요구받은 도서관은 자신의 장서에 소장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도서관운영자(이하 “요구한 도서관(requesting library”)는 도서관상호서비스시스템에 참여

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이하 “요구받은 도서관(requested library)”)의 운영자에게 해당자료 

혹은 사정에 따라 해당자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요구받은 도서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빌려주거나, 복사해서 제공하거나, 요청자료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사정에 따라 요구한 도서관에 요청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료제공요청이 대출에 의해 실시된 경우, 요구한 도서관은 대출받은 자료를 협약기간 

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요구받은 도서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요구한 도서관은 자료의 

대출기간동안 발생하는 그 어떤 자료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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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및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받은 도서관은 

도서관상호 복사서비스시스템으로 도서관자료복사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서관운영자는 자료배송비용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5) 도서관 운영자는 자신들이 수행한 도서관상호서비스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도서관자료제공에 대한 적용 조건은 보조 규정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보조 규정에서

는 해당도서관 운영자들이 도서관상호서비스시스템 내에서 외국도서관에 대해 자료제공 

요구에 따르거나, 사정에 따라 국제도서관상호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자들에게 자

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 도서관 지원

  (1) 특별 입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자는 특별히 다음의 용도로 주 예산 및 주 재정자산이나 

혹은 국가기금으로부터 특정용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a. 과학 및 연구 프로젝트

    b.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의 이행

    c. 도서관 네트워킹 지원

    d. 정보자원의 전자 형식 전환과 이용 제공

    e. 도서관 장서개발 목적 수집

    f. 유해환경에 대한 도서관장서의 보호

    g. 장애시민을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h. 문화, 교육, 훈련 프로젝트

    i. 지역서비스기능의 보장

    j. 도서관직원의 지속적 전문훈련 제공

    k. 도서관 건물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

    l. 보안 및 방재시스템을 갖춘 도서관 건물 설비

  (2) 보조금 할당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명기하기 전에, 주무부처는 도서관중앙위원회의 의

견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규칙 및 절차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1)항에 준하여 보조금 할당에 대한 규칙, 특히 보조금 할당을 위한 조건, 양, 그리

고 기간을 법규에 따라 명문화해야 한다. 

제16조 도서관 장서의 등록과 점검

  (1)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 장서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도서관장서 등록은 개별 기입의 통

제가 용이해야 하고 각각의 명백한 개별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개별 도서관 자료의 등록사항에 따른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도서관자료가 10만 권을 넘지 않는 도서관은 매 5년마다 한 번

    b. 도서관자료가 10만 권을 넘고 20만 권을 넘지 않는 도서관은 매 10년마다 한 번

    c. 도서관자료가 20만 권을 넘고 100만 권을 넘지 않는 도서관은 매 15년마다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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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관자료가 100만 권을 넘고 300만 권을 넘지 않는 도서관의 운영자는 매년 전체자료

의 최소 5%를 점검하여야 한다. 
  (4) 도서관자료가 300만 권을 넘는 도서관의 운영자는, 도서관 설립자에 의해 승인된 점검계

획에 따라 설정 범위 내에서 매년 최소 20만권의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5)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장서 점검기록이 작성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별 법규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장서의 점검과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7) 도서관장서 등록관리의 상세사항과 장서점검기록의 필요사항은 보조규정으로 명시되어

야 한다.

제17조 도서관 자료의 폐기

  (1) 아래의 경우에만 도서관 장서에서 폐기될 수 있다.
    a. 도서관의 특화분야 및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

    b. 동일 자료의 복본으로서 불필요한 여분자료들

    c. 불완전하거나 더 이상 정보원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상태가 나쁜 자료들

  (2) 보존용 장서와 역사적 장서는 주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기할 수 있다. 
  (3) 도서관 운영자는 다음에 의거하여 폐기되는 자료들을 판매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 조항 (1)의 a)와 b)에 의한 자료는 동일 유형의 다른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그리고 해당 

운영자가 구입을 거절하면, 학교도서관의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조항 (2)에 의한 자료는 국립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도서관자료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매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폐기자료를 또 다른 구

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 방식으로도 판매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그것들을 기부

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4) 조항 (1)~(3)은 특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도서관 자료들의 폐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도서관의 폐관 시에는, 도서관 운영자는 조항 17의 (2)~(4)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서관 장서의 보호

  도서관 운영자는 다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a) 공공도서관정보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서관장서의 배치

  b) 절도와 손상, 특히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도서관장서의 보호

  c) 도서관자료의 복원이나 사정에 따라 다른 매체유형으로의 전환은 영구보존을 위해 필수

적이어야 한다. 

제재

제19조

  (1) 도서관 운영자가 조항 7의 (1)항, 조항14의 (5)항, 조항16의 (1)~(4)항의 규정들로부터 생겨

난 그들의 의무, 혹은 조항 18에 의해 주어진 책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주무부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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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주무부처는 운영자로 하여금 지적된 단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운영자가 해

당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도서관운영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주무부처

는 5천(CZK)부터 20만(CZK)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주무부처는 도서관운영자가 조항 14의 (2)나 (3)항의 규정과 조항 17의 (2)나 (3)항에 따른 도

서관자료의 폐기절차, 혹은 조항 17의 (5)항의 규정에서 비롯하는 그들의 임무를 위반하게 

되면, 2만5천(CZK)부터 50만(CZK)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1) 벌금액을 결정할 때 주무부처는 불법행위의 범위와 경중, 그리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

과를 참작해야 한다.
  (2) 재제부과에 대한 절차는 주무부처가 임무 위반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

야 한다. 그러나 임무 위반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임무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에는, 임무위반이 지속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재의 부과가 시작될 수 있다. 
  (3) 벌금은 임무위반이 발생하거나 해당 임무위반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한다.
  (4) 벌금 납부는 부과 결정이 집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되어야 한다. 벌금은 세금 

및 요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의해 강제로 징수될 것이다.
  (5) 벌금은 공공세입이 된다.
  (6)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사법적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다.

제22조 권한부여 규정

  주무부처는 제14조 및 제16조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연합, 임시 및 최종 규정

제23조

  이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의거한 결정 및 증명서 발급은 행정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24조

  (1) 이 법이 발효되는 날에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들

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도서관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2) 조항 4 (1)의 d)항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도서관들은 조항 5에 따라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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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도서관은 주무부처가 도서관 등록부에서 해당 도서관을 삭제할 수 있다. 

제25조 파기

  도서관 통합 시스템에 관한 법(도서관법, Law No. 53/1959 Coll., On the Unified System of 
Libraries)은 이 법에 의하여 폐기된다.

제26조 효력

  이 법은 2002년 1월 1월자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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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 c.11

1. 캐나다의 도서관활동

  캐나다에는 연방정부차원의 도서관기본법이 없다. 도서관활동에 대한 법제는 주

(州)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모든 주마다 자체의 도서관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

로 운영되는 캐나다 행정체제의 특성상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문화활동의 근간은 지

방분권의 원리아래 주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운영에 요구

되는 도서관위원회, 직원채용, 재정운용, 서비스평가, 납본 및 보존, 이용규정 등의 전

반적인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공공도서관법 세부조항으로 운영된다. 현재 연방정부

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관련법령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이 유일하다.

  캐나다에는 모두 22,000여개의 도서관이 캐나다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LAC)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대차와 공동협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진다. 2006년 현재 서비스포인트를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3,600여개 

이고, 2004년 학교도서관수는 14,451개로 집계되고 있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게이

트웨이서비스에는 전문도서관이 212개관, 정부도서관이 309개관, 대학도서관이 609

개관이 웹 혹은 텔넷형식으로 연계되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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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2/3가 도서관회원증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소방 

및 응급서비스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신뢰와 참여

는 대단하다.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3,600여 공공도서관의 대출실적은 2억4천만 건, 

참고서비스는 2,40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도서관활동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국가 도서관정보서비스 중추기관으

로서 캐나다도서관기록관과 캐나다과학기술정보원(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ISTI)의 주된 기능과 역할이 주제와 매체에서 각각 상호 보완

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1974년 캐나다국립과학도서관에서 발전하여 오늘날 1

백만 건의 원문서비스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CISTI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와 회

의록 등에서 첨단적인 디지털원문서비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캐

나다도서관기록관은 캐나다 기록문화 보존이라는 취지에서 역사적 고문서적 가치가 

있는 문헌 및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이용에서 역할분담이 확연하다. 양 기관의 역할

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현재까지 대외적 임무로 

나타난 이미지로 보면, 두 기관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문헌자료와 전자자료,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대적 가치비중에서 강한 차별을 드러내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기능으로 발휘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2.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2004년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에 의해 캐나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 

1953년 설립)과 캐나다국립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1872년 설립)을 통

합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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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관 모두 문헌과 문서라는 기록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공

통점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워, 2002년 10월 통합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2004년 2월 

캐니다도서관기록관법의 제정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법적 근거였던 캐나다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과 캐

나다국립기록관법(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는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캐나다유산여성지원및공식언어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Status of Women and 

Official Languages)에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법인관리부(Corporate 

Management), 정보기술서비스부(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정부정보관리국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기록유산수집부(Documentary Heritage 

Collection), 프로그램 및 서비스부(Programs & Services), 전략기획국(Strategic Office), 

커뮤니케이션홍보국(Communications Office) 등 모두 7개 부서 34개 과 조직으로 1,100

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7조에 명시한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기본임무는, 1)캐나

다기록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2)기록유산의 홍보 및 이용촉진, 3) 정부기록물의 보존, 

4) 정부정보관리, 5) 정부 내 도서관서비스의 조정, 6) 도서관 및 기록관의 발전을 지

원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8조에서는 사서 및 기록관리관(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이라 

불리는 책임관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도서관기록관의 관장직명을 나타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출판물 및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편목, 

보존, 서지편찬, 정보서비스, 전시홍보, 협력 활동 등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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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받을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역사적 및 고문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서도 정부기록물에 대한 접근권리를 부여하고, 역사적 및 고문서적 가치가 있는 정부

자료에 대해 기록물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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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2004년 4월 22일 승인]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

전 문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a) 캐나다의 기록유산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b) 캐나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서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적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속적 지식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c) 해당기관은 캐나다에서 지식의 수집, 보존, 보급과 관련하여 공동체간의 협력을 촉진시

켜야 한다.
    (d) 해당기관은 캐나다정부와 그 부속기관의 지속적인 저장소로서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여왕은 캐나다의 상원과 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목

  (제목)

제1조 이 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이라 한다.

해석과 적용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적용되는 이 조항의 정의

  “기록유산”
  “기록유산”은 캐나다에 중요한 출판물과 기록물을 의미한다. 

  “정부기관”
  “정부기관”은 정보접근법 제3조 또는 사생활법 제3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거나, 총독

(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지명된 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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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록” 
  “정부기록”은 정부기관의 감독아래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아래 제5조 (1)항에 의하여 임명된 캐나다의 사서 및 기록관리관을 

의미한다.

  “장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총독에 의해 지명되는 캐나다 여왕 추밀원

(the Privy Council) 회원을 의미한다. 

  “내각 기록”
  “내각 기록”이란 캐나다 여왕 추밀원의 회원으로 장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및 해당업무

의 기록을 의미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기록뿐만 아니라 정부기록과도 다른 기록을 

의미한다.

  “출판물”
  “출판물”이란 구독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중이나 자격을 갖춘 공중 회원들에게 요

금을 물리지 않고 다수 장소에서 다수 복본으로 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의미한

다. 출판물은 인쇄자료, 온라인 항목들과 기록들을 포함하여 모든 형식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기록”
  “기록”이란 매체와 형식에 관계없이 출판물과는 다른 모든 문서자료를 의미한다.

  (적용)

제3조 이 법령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에 의해 여왕폐하에게 귀속한다.

설립과 조직

  (설립)

제4조 이법에 의하여 캐나다도서관기록관으로 알려진 연방 행정관청의 하위기관이 설립되고, 
이는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지도아래 장관에 의해 관장된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임명)

제5조 (1) 총독은 관리를 임명해야 하고, 이 관리는 캐니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불리며, 해
당 직무를 기꺼이 맡고, 부처의 차관의 서열과 권력을 가진다.

  (2) 만일 앞의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부재중이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 장관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지만, 해당 임명기간은 총독의 승인을 제외하고 6개월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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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관은 캐나다인과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적과 권한

  (목적)

제7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a)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b) 캐나다인들에게 그리고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

    (c) 사료적 혹은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캐나다정부 출판물과 정부부처 및 내각기록

의 영구보존소가 되는 것

    (d)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를 촉진하는 것

    (e) 정부기관의 도서관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f) 도서관계 및 기록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권한)

제8조 (1)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물 및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관심을 얻거나,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

    (b) 출판물과 기록물을 편목․분류․식별․보존․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는 것

    (c) 국가서지와 전국통합목록과 같은 정보원을 편찬하고 유지하는 것

    (d) 기록유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서비스, 자문상담, 연구 또는 대출서비스, 또
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 기록유산을 알리고 해석하기 위하여, 전시, 출판 그리고 공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

을 독려하거나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

    (f) 캐나다 내외의 다른 도서관 및 기록관 혹은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

    (g) 정부기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기관에 의해 생산되거나 이용

되는 정보관리에 관해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것

    (h) 정부기관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i) 기록유산의 보전과 증진 및 그 이용에 관련된 이들에게 전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j) 총독이 정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인터넷을 통한 견본추출

  (2) 전(1)항 (a)에서 언급된 권한을 실행하고 보존목적을 위해,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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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인터넷 혹은 유사매체를 통하여 제한 없이 공중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 유익한 기록 자료의 대표적인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파괴 또는 처분)

제9조 (1)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만일 그들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리하

고 있는 출판물이나 기록물을 파괴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한

  (2) 모든 처분은 출판물이나 기록물이 획득한 규정상의 기간 및 조건들에 따른다.

법정 납본

  (출판물의 납본)

제10조 (1)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는 자비로 출판물

의 두 사본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그 수령을 확인한다.
    (a) (b)에서 언급되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b) (2)항 (d)에서 규정된 부류에 속한 출판물의 경우,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 서면요구

를 받고나서 7일 이내, 또는 그 요청에서 언급한 연장기일 이내 

  규정

  (2) 장관은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출판업자”를 정의하는 것

    (b) 종이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출판업자들이 그들의 출판물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에 관한 규정

    (c) 오직 사본 한 부만이 요구되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d) (1)항의 의무조항이 오직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의 서면요청에 의해서만 적용받

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소유권

  (3) 이 장에 의거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공되는 출판물은 여왕 폐하에게 귀속하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소장 장서를 형성한다.
  (4) 이 장 목적을 위하여, 출판물의 모든 재판, 개정판 또는 변형은 별개의 출판물로 간주되어

야 한다.

보전 목적의 고문서로서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의 획득

  (고문서적 가치를 지니는 사본의 제공)

제11조 (1) 만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캐나다 공중에게 제공되는 기록물이 역사적 혹은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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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는 해당 사본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들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자신이 정하는 형식과 

품질을 가지는 기록물로서, 고문서적 수집목적에 적합하고, 요청자료로서 지정되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자료”의 정의

  (2) 이 장에서 “기록자료”이란 음향, 이미지 또는 기타 정보에 따라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하

여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본에 대한 지불

  (3)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1)항에 의거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권한에 의

해 여왕폐하 이외 혹은 그 대리인의 한 명에게 해당사본의 실제작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지방의 권한에 의한 왕권의 구속

  (4) 이 장에서는 지방의 권한에 의해 여왕폐하의 권리를 구속한다.

  소유권

  (5) 이 장에 의거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공되는 사본은 여왕폐하에게 귀속하며, 캐나

다도서관기록관 소장 자료의 부분을 이룬다.

정부 및 내각 기록물

  (파괴 및 처분)

제12조 (1) 그것이 정부기관에게 불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정부 혹은 내각 기록은 사서 및 기록

관리관의 서면동의나 그가 서면으로 동의 권한을 위임한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폐기되거나 

처분될 수 없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리

  (2) 다른 의회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자신이 그 처분을 동의한 모든 기록

물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예외

  (3)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추밀원 서기의 동의에 의해서만 정보접근

법 제69조 (1)항이 적용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당해 법 부칙 II에서 제시한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장의 동의에 의해

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접근을 부여하는 권리

  (4) 의회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공무원 혹은 고용인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

에서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동의를 요청받는 모든 기록에 대해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접

근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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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항

  (5) 사서 및 기록관리관과 그의 지시에 의해 혹은 그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기록

에 접근할 때 해당사항에 적용되는 보안사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

람이 지켜야 할 보안서약을 해야만 한다.

  (기록물의 이전)

제13조 (1)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역사적 혹은 문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기록 혹은 

내각기록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책임 및 감독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과 

해당기록의 책임자 혹은 정부기관 사이에 작성되는 기록물 이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 

  규정

  (2) 총독은 규정에 의하여 전(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전에 관한 기간과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정부기록물

  (3)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볼 때, 전(1)항에서 언급한 정부기록물이 심각한 훼손 혹은 파괴의 

위험에 있다면,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자신이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해당 기록물의 이

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정부기관의 기록물

  (4) 총독에 의하여 지식된 것을 제외하고,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그 기능이 중단된 정부기관

의 모든 기록에 책임을 가지고 감독해야 한다.

  (적용)

제14조 제12조와 제13조는 참조 및 전시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보관된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료들의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추밀원 기밀에 대한 접근 제한)

제15조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추밀원 서기의 동의 없이 정보접근법 제69조 (1)항이 적용되는 

캐나다 여왕의 추밀원 기밀에 접근을 제공할 수 없다.

  (여론 조사)

제15조 (1) 재정행정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모든 부서는, 여왕폐하의 독점적 이용을 

목적으로 그리고 부서의 요청으로 계약아래 실시된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된 모든 데이

터수집의 완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정행정법 제40조 (2)항에 따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서면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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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정부재산법

  (잉여 출판물)

제16조 잉여정부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기관의 필요에 대한 잉여 출판물은 사서 및 기

록관리관의 책임과 감독아래 있어야만 한다.

  (잉여정부재산법 적용불가)

제17조 잉여정부재산법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책임과 감독아래 있는 모든 기록물이나 출판

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조항

  (회계)

제18조 (1) 증여의 방식을 포함하여 캐니다도서관기록관이 입수하는 모든 총액을 기입할 수 있

도록, 캐니다 회계에서 캐나다도서관기록관 계정이라 불리는 별도 계정이 있어야만 한다.

  회계이외의 지불 가능한 총액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총액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 계정에서 지불될 수 

있다.

  자금의 사용

  (3) 전(1)항에서 언급한 총액은 그에 부여된 모든 기간 및 조건들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총 칙

  (공인사본의 생산)

제19조 (1) (2)항에 의거하여, 만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자신의 감독아래 있는 기록물이나 출

판물을 생산해야 한다면, 그는 당해 사본을 인증하고 그 사본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사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개인의 서명이나 공식 문자 등의 증거가 없이도 원본으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원본의 생산

  (2) 만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기록이나 출판물을 생산해야 할 때, 법정이나 권한을 가진 

기구는, 원본생산에 내재하는 위험과 그 보존의 중요성, 원본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의 중

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본생산을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법정은 원본을 생산하고 

보존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된 원본이 더 이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 없게 되는 즉시,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책임과 감독아래 반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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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벌금

  (위반 및 처벌)

제20조 (1) 제10조 (1)항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1조 (1)항에 따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개인은 위법이 되어 다음과 같은 즉결에 처해진다.
    (a) 개인의 경우, 형법 787조 (1)항에 의한 벌금

    (b) 기업의 경우, 해당 법령 735조 (1)항 (b)에 의한 벌금

  벌금 지불 불이행에 대한 구속 금지

  (2) 형법 787조 (2)항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은 (1)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과될 수 없다.

  벌금 회수

  (3) (1)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에 의해 여왕폐하에게 지급되는 부채이

며, 의회법령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혹은 관할 재판 법정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

제21조 [개정안]

부수적 개정

정보접근법

제22조 [개정안]
제23조 [개정안]
제24조 [개정안]

저작권법

제25조 [개정안]
제26조 [개정안]

재향군인 법

제27조 [개정안]

소비세법

제28조 [개정안]

재정행정법

제29조 [개정안]
제30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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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비 및 기념비 법

제31조 [개정안]

소득세법

제32조 [개정안]

상이용사보상법

제33조 [개정안]

누나부트(Nunavut)지역 청구협정 법

제34조 [개정안]

캐나다의회 법

제35조 [개정안]

연금법

제36조 [개정안]

사생활법

제37조 [개정안]
제38조 [개정안]
제39조 [개정안]
제40조 [개정안]
제41조 [개정안]

돈세탁 범죄 수입 및 테러리스트 재정조달 법

제42조 [개정안]

공공영역보상법

제43조 [개정안]
제44조 [개정안]

공공서비스직원관련법

제45조 [개정안]
제46조 [개정안]

참전용사수당 법

제47조 [개정안]

청소년범죄재판 법

제48조 [개정안]
제49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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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on인디안 토지청구 정착 법

제50조 [개정안]

Yukon인디안 자치정부 법

제51조 [개정안]

과도 조항

  (직무수행의 지속불가) 

제52조 (1) 캐나다 국립도서관 사서와 국립기록관의 기록관리관이었던 사람은, 제55조의 효력

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제5조 (1)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업무수행을 중단한다. 

  기존 소장 자료의 이전

  (2) 캐나다국립기록관과 국립도서관의 장서를 구성하는 기록물과 출판물은, 55조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해당 기록물 및 출판물에 적용되는 기간과 조건에 의해서 사서 및 기록관

리관에게 이전된다.

  인사관리의 연속성

  (3) 제55조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캐나다국립기록관이나 국립도서관에 고용된 모든 사람

들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직원이 된다. 

  기금의 이전

  (4) 캐나다국립기록관의 계정과 국립도서관 특별계정에 있던 총액은 제55조의 효력이 발생하

기 바로 전에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계정으로 이전된다.

  참조

  (5) 만일 그 해석이 다르지 않다면, ‘캐나다국립기록관’ 및 ‘국립도서관’은 ‘캐니다도서관기록

관’으로 대체된다.
    (a) 법정 문서법의 제2조에서 정의된 모든 조항 ; 그리고

    (b) 기타 아래와 같이 작성된 다른 문서

      (i) 의회 법령에 의해 언급된 권한의 실행 또는

      (ii) 총독의 권위에 의해

  참조

  (6) 만일 그 해석이 다르지 않다면, ‘캐나다국립기록관리관’과 ‘국립사서’는 ‘캐나다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대체된다.
    (a) 법정 문서법의 제2조에서 정의된 모든 규정.
    (b) 기타 아래와 같이 작성된 다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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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회 법령에 의해 언급된 권한의 실행 또는

      (ii) 총독의 권위에 의해

  참조

  (7) 만일 그 해석이 다르지 않다면, 모든 계약서나 다른 문서에서 참조는 아래와 같다.
    (a) ‘캐나다국립기록관’이나 ‘국립도서관’은 ‘캐니다도서관기록관’을 언급한 것으로 읽혀져

야 한다.
    (b) ‘캐나다국립기록관리관’이나 ‘국립사서’는 ‘캐나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을 언급한 것으

로 읽혀져야 한다.

개정안 조정

제53조 [개정안]
제54조 [개정안]

폐지

제55조 [무효]
제56조 [무효]

효력발생

명령

* 제57조 제21조, 제53조 제54조 이외, 이 법령의 조항들은 총독의 명령에 의해 지정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참고: 제21조, 제53조, 제54조는 2004년4월22일 동의되어 효력을 발생하며, 제21조, 제53조, 

제54조 이외는 2004년5월21일 효력을 가진다. SI/2004-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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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도서관법 1998｣
- Library Act(904/1998)

1. 핀란드의 도서관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강소국의 전형적인 발전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는, 국민의 지력성장을 떠받치는 교육인프라시설로서 생활 속

의 도서관문화를 체현하는 국가로도 유명하다.

  인구 530만 명의 핀란드에서는 전국적인 도서관협력의 연계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의 80%가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되어 2006년 한해 1인당 12회의 이용과 20권의 관외대

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에 1인당 연 3.1회의 이용과 4.3권

의 관외대출을 집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보다 약 4~5배의 이용실적을 거두고 있

는 셈이다. 그만치 국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핀란드의 전국 도서관 수는 2006년 현재 모두 927개관으로, 이중에서 지역 내 공공

도서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가지는 지역중앙도서관이 21개, 자치단체의 중앙도서관급 

공공도서관이 409개, 분관급 공공도서관이 449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

관이 172개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과 기술학교도서관이 속하는 

연구도서관이 200여개,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y)이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된다.

  핀란드의 도서관정책은 교육부가 전담한다. 부처 내 문화 ‧ 스포츠 ‧ 청소년정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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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도서관 지원정책과 시각장애인용 세리아(Celia)도서관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교육과학정책부서는 대학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기술도서관, 보존도서관 등에 대한 지

원업무를 맡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이용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

게 개방되며, 도서관이용과 대출에 있어 무료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다. 다만 저작권

법에서 정한 대여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도서관의 대출에 대한 일정 보상금

을 지불하는 공대권제도를 실시하고, 도서관대출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핀란드 도서관협력체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도서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이다. 핀란드 교육체제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고, 공공도서관과 연

구도서관의 개방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가 대부분 공공도서관에 흡수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학교가 매우 드물고, 학교도서관 설치를 강

제하는 관련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구도서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은 대국

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운영은 기본적으로 소속 대

학의 책임아래 실시된다. 

2. 도서관법의 주요내용

  핀란드 도서관법은 1928년 제정된 ｢핀란드도서관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지방정부의 도서관활

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1940년대에는 모든 자치

단체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었고, 1961년, 1986년, 1992년의 개정을 통해서는, 국고보

조의 확대와 도서관평가의 실시, 지역중앙도서관의 임무설정 등을 포함하는 오늘날

의 도서관법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모두 8장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20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으로는, 첫째, 도서관정보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고, 

둘째, 초기 도서관법 이래 공공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로서 무료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

다. 셋째, 도서관 건축 및 재건축, 이동도서관 차량 및 보트구입 등에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호혜적 역할분담이 설정되고 있다. 

넷째, 도서관은 정보서비스의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전문직원을 갖추도록 명시하

고,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관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하고, 주정부와 

주무부처 역시 전국적 수준의 평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도서관은 이

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규칙의 위반에 상응하

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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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도서관법 1997｣
- Act CXL of 1997 on Museum Institutes, 

Public Library Services and General Culture

1. 헝가리의 도서관 현황

  헝가리에서 근대식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시작은, 부다페스트시내에 중앙도서관 및 

5개의 분관을 개관한 1910년을 그 출발로 본다. 물론 헝가리 내 유수한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소재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우 18세기 이전에 그 기원을 갖는 오랜 역사적 전통

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보급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일환

으로 대중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서부터이다.

  헝가리에서 제정된 첫 번째 도서관법은 1920년 ｢도서관 ‧ 박물관 ‧ 문서관의 임무와 

서비스에 관한 헝가리 법(the Hungarian Law on the Mission and Services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이다. 이 법은 공산화 시기 전국적 도서관의 보급과 협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며, 70여년을 넘게 헝가리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 운

영되었다.

  1990년대 동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헝가리는 변화된 정치경제질

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서관시스템으로 전환이 절실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도서관법이 1997년 ｢박물관, 공공도서관서비스 그리고 일반 문화에 

관한 1997년의 160호 법령(Act CXL of 1997 on Museum Institutes, Public Library 

Services and General Culture, 일명 “헝가리도서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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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도서관법은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핵심적 역할을 규정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선결구조로서 도서관시스템의 임무를 제시하며, 특히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

는 공공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서관시스템의 선진화와 전국적 서비스체제

의 구축 등에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립된 ‘1997~2003 국가도서관 발전전략’에서는, 전국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의 구축과, 헝가리 국가공유목록 구축, 사서직 전문교육시스템 확립, 국립도서

관 내 도서관연구소 설치, 국가도서관서비스 체제의 현대화 등 헝가리 국가도서관정

책 추진체제의 주요 근간이 정비되었다.

  헝가리의 도서관정책은 교육문화부의 도서관과에서 주관하며, 도서관관련 입법지

원과 전국적인 지휘체계의 운영, 발전전략의 수립, 예산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발간된 헝가리 교육문화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헝가리 전국의 도서관 수

는 모두 7,400여개로, 마을도서관(Village Library) 2,500여개와 군립도서관(County 

Library) 20여개, 시립도서관(Municipal Library) 300여개, 그리고 학교도서관 4,000여개, 

전문도서관 370개, 대학도서관 200여개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헝가리 국립세체니도

서관은 이들을 연계하는 온라인 공동목록과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시스템 등을 통

해 전국적 도서관협력시스템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2005년 말 이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모두 10,000여명으로, 이들 중 문헌정

보학을 이수한 사서는 4,000여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90년대 정치적 격변기 사회문

화적 충격과 정보기술의 변화로 비롯된 사서전문직의 정체성 위기를 만회할 목적에

서 2006년 사서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2. 헝가리 도서관법

  1997년 도서관법은 주요 문화기초시설인 박물관과 도서관, 문서관, 기타 일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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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일종의 문화기반시설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도 있다. 이 법의 근간적 취지는 헝가리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운

영시스템을 갖추고, 각각의 시설별로 합리적인 운영절차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특히 도서관에 있어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은 물론 사회문화적 가

치의 계승과 보급을 촉진하는 사회적 매체로서, 공공도서관서비스에 특별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도서관법이라고도 부른다. 실제 공공도서관은 물론

이고, 국립도서관과 연구 및 전문도서관 관련 조항이 모두 제Ⅲ장 공공도서관서비스

에서 포함되어 명시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전문사서를 두고 공중서비스를 실시하는 모든 도서관들은 문화부 도

서관명부에 등록하고, 전국 도서관서비스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하며, 문화부는 이들 공

중서비스 협력망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도록 참여와 보상의 도서

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관종의 전국적 협력을 의무

화하는 대신, 그에 따른 구체적 재정 지원의 기회를 명시하고, 연구 및 전문도서관, 지역 

및 군립도서관 등 관종별 서비스업무의 범위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 법에서 헝가리의 도서관이용자는 모든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

며, 방문하여 이용하는 정보서비스와 문헌대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무료서비스 이외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별도의 등록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역은 도서관이용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및 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전문서비스로서 사서에 대한 훈련, 문헌정보

학 정보서비스, 도서관시스템연구개발, 도서관업무의 표준 및 규칙의 개발, 도서관통

계데이터의 수집 분석 등을 위하여 국립세체니도서관 내에 도서관연구소(Library 

Institute)를 설치하고, 연구소의 법적 지위와 재정에 대해 장관의 개입을 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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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공공도서관서비스 그리고 일반문화에 관한

1997년 160호법령
(일명 “헝가리도서관법”)

  우리의 문화유산에 내재하는 가치는 우리의 과거 및 현재 지식의 고유한 원천이자, 전체 국가

적 및 보편적 문화유산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들을 지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모든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문화유산을 각별히 보호 및 보존하고,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가치가 

지속되도록 보장하며, 이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광범위하고 공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진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도서관 시스템은 정보사회 및 민주헌정

국가 운영의 필수적 조건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유지 ․ 개발은 전체 시민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국가에 의해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도서관시스템

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가치 있게 계승하는 것, 공동체 

및 개인의 일반 문화적 활동을 위한 직원배치, 지적 및 경제적 조건을 향상하는 것,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단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 등은 사회 공동의 관심사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을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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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부

총  칙

법의 목표

제1조 법의 목표 : 

  a) 국가 및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존되고 축적되어 온 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공공자

산으로 보호하는 것

  b) 국가 및 인류 문화유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기관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것

  c) 모든 이들의 도서관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운영과 개발을 규정하는 

것

  d) 일반적 문화활동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

  e) 국가와 지방행정당국, 기타 관리기구(the maintaining body) 등의 임무와, 전문적이고 재정

적인 운영원리의 기초를 정의하는 것

기본 원리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의도치 않은 모든 부정적 차별은 금지된다. ; 
모든 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성별, 나이, 종교, 정치 및 기타 견해, 민족 및 사회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 등에 의거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박물관, 도서관과 지방당국이 관리하는 일반 문화기관은 어떠한 종교적, 이념적, 정치적 

동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이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a) 국민성 및 소수민족의식 형성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권

리와, 박물관, 도서관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지식보급, 출판‧대중매체 등을 통한 문화유산

의 보호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권리. 
  b) 공공도서관서비스 시스템과 박물관 및 문화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c) 전 생애동안 자신들의 문화 및 기술을 펼치고, 일반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목적

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
  d) 이 법령에 근거한 일반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반 지역문화시설(이하 “지역문화시

설(community place)”)을 조직하고, 기관운영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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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

제5조 

  (1) 법령의 효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우리 문화유산을 다루는 사람, 조직, 활동.
    b) 도서관자료, 도서관이용자, 공공도서관, 관리기구, 직원 그리고 인쇄자료 납본 제출자.
    c) 일반 문화활동 참여자, 관리기구, 일반 문화기관과 지역문화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2) 도서관자료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이 법의 범위는 국가 및 인류문화유산의 

일부를 소장하는 사립도서관(non-public libraries)에도 적용된다.
  (3) 도서관활동과 도서관종사자들의 규정 역시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된다.
  (4) 제92조~제96조 그리고 제99조를 제외하고 이 법령의 범위는, 공식문서와 공공적 문서관 

그리고 개인 문헌자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95년 LXVI법(이하 “문서관법(Act on 
Archives)”이라 한다)에 의한 문서, 조직,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적 면책을 가

지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문화재로서 국내로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호혜적인 관례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이 법령의 적용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부록 1.에서 정의되고 있다.

제 Ⅲ 부

공공도서관서비스

제1장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일반 규정

제53조 
  (1) 도서관서비스시스템은 도서관이용의 권리행사를 보장한다.
  (2) 공공도서관서비스시스템의 운영은 국가와 지방행정당국의 임무이다.
  (3) 국가 및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도서관의 서비스 및 소장 자료는 다방면의 지식

보급과 사업목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54조

  (1) 공공도서관의 기본 요건 :
    a) 모든 사람들이 이용 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 전문 사서를 고용해야 한다.
    c) 도서관서비스를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d) 대다수 이용자에게 적절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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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현장에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어야 한다.
    f)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g) 제55조 1항에서 열거된 기본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문화유산부는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관리한다. 국가 예산지원은 제71조 1항을 고려하

여 등록된 공공도서관 혹은 관리기구에 한정한다.
  (3) 다음 도서관들은 전1항 혹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리기구의 신고 없이도 공공도

서관의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다.: 국립도서관,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도서

관, 군립도서관, 국립전문도서관 그리고 부록3.에 열거된 국립대학도서관들.
  (4) 전1항에 의거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도서관들을 운영하는 교회와 

여타 조직들은, 주무장관에게 자신들의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장관은 전1항에 근거하여 요구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도서관이 전1항에 근거한 요

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장관은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만약 보완되지 않을 

시 장관은 해당 도서관의 공공 도서관 등록을 취소한다.
  (6) 지역도서관이 폐관되는 경우, 관리기구는 결정 준비 과정 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단체에 공고하도록 한다. 
  (7) 공공도서관이 폐관되는 경우, 관리기구는 도서관 용도로 수집된 장서의 후속 이용을 준

비한다. 

제55조

  (1) 공공도서관의 기본 임무 :
    a) 도서관은 관리기구가 제정한 정관에서 그리고 조직 및 운영의 내규에서 도서관의 주된 

목적을 명시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b) 도서관은 소장 장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접근을 제공하며, 보존 및 보호하고 이용에 

제공해야 한다.
    c) 도서관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e) 도서관은 문서와 정보의 도서관 상호대출에 참여해야 한다. 
  (2) 관리기구는 또한 이외의 임무들을 정의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이용자 권리와 도서관 이용 요건

제56조 
  (1) 도서관 이용자는 모든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도서관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 도서관 방문

    b) 해당 도서관이 수집한 소장 자료를 현장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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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 수단을 이용.
    d) 도서관과 도서관 시스템의 서비스정보를 받음.
  (3) 도서관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서관이용자들에 대해 별도의 등록비용 없이 제57조 

1항에서 제시된 개인데이터를 받아 등록한다. 
  (4) 전2항에 열거된 것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등록 후 이용될 수 있으며, 관리

기구의 결정에 따라 도서관은 등록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5) 등록 열람자들은 인쇄 도서관자료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6) 16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등록비가 면제된다. 교사와 학생들도 다른 법령에

서 제시한 특권조항에 의거하여 면제된다.

제57조

  (1) 도서관 등록 시에 이용자는 다음의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한다. ; 이름, 어머

니의 결혼 전 이름, 출생지와 출생일, 주소, ID카드 번호 혹은 여권 번호. 도서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준비해야 한다.
  (2) 도서관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3) 도서관이용규칙은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이용 방법 및 부담 비용을 포

함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규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58조

  (1) 도서관이용규칙은 공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2) 자료보호와 도서관이용의 여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이용을 위한 상세조건이 

도서관이용규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3) 관리기구는 또한 도서관 이용에 대해 더 나은 허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도서관 서비스 운영요건

제59조

  (1)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주무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는 국가문헌제공시스템

(national document supply system)을 만들어야 한다.
    a) 도서관 상호 자료제공

    b) 도서관자료의 소재 등록

    c) 도서관시스템에 있어서 도서관 소장자료 로부터 폐기된 자료의 활용

  (2) 6부의 납본 인쇄자료들은 정부규정에서 제시된 방식대로 전국적 규모의 도서관시스템을 

고려하여 배본되어야 하다. 
  (3) 국가문화유산부 장관은 전국자료제공시스템에 대한 규정에서 명시된 도서관들의 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사전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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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관은 국가문화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청각 기록물의 국가등록시스템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 이들 기록물에는 헝가리영상원(Hungarian Film Institute), 헝가리라디오사

(Hungarian Radio Ltd.), 헝가리텔레비전사(Hungarian Television Ltd.), 두나텔레비전사(Duna 
Television Ltd.) 그리고 1996년 라디오및텔레비전법에 따라 방송을 허가받은 기타 조직 등

에서 보존되는 자료는 물론 다른 조직에서 수집 보존되는 자료를 포함한다. 
  (5) 장관은 존 폰 노이만 멀티미디어 센터 및 디지털도서관(John von Neumann Multimedia 

Centre and Digital Library)을 운영하며, 이는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자료의 제

공을 위한 국가센터이다.

제60조 
  (1) 공공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의 운영과 개발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전국적으로 전산화되고 전자통신으로 네트워크화 된 도서관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채우

는 콘텐츠의 개발.
    b) 법적 납본 제도에 기초하여 헝가리 내에서 생산되는 인쇄 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헝가리 

내에서 생산되는 기타자료의 수집, 해외 헝가리관련자료 수집 그리고 이들 자료의 보존, 
서지통제 및 제공, 납본자료의 배포.

    c) 전국자료제공시스템의 운영.
    d) 국외의 헝가리 국민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e) 헝가리 민족과 소수민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f) 국제표준문서식별번호(International standard 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의 발급과   

등록

  (2)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있어, 제59조 1항과 4항 그리고 제60조 1항에 

명시된 서비스와 도서관시스템의 운영‧개발을 위해 장관이 규정한 부가적 서비스 등은, 
해당 임무수행에 대해 장관이 동의한 공공도서관이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도서관 및 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전문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a) 도서관 전문가의 후속 훈련과 학교교육 밖의 훈련.
    b) 사서직 및 정보업무 분야 문헌정보서비스의 유지

    c) 도서관의 헝가리자료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 정보의 제공.
    d)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운영과 도서관이용에 관련된 연구‧개발

    e) 도서관 업무 및 관련 영역에 대한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

    f) 도서관 활동 및 실행 기법 등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검토하는 것

    g)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 개발

    h) 국가도서관통계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급

    i) 장관이 명시한 기타 임무

  (4) 전3항에서 열거된 임무는 도서관연구소(Library Institute)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소의 

법적 지위와 재정운영은 장관에 의해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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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도서관

제61조 
  (1) 이 법에서 국립도서관은 국립세체니도서관(National Széchényi Library)을 말한다. 장관은 

관리기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2) 국립도서관은 정부 일반 예산에서 운영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그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한다.
  (3)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문화유산의 일부이므로, 장관은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규정

과 별도로 그 이용에 관한 조항들을 제정할 수 있다.  
  (4) 제55조에 더하여 국립도서관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법적 납본 조항에 기초하여 헝가리에서 생산된 인쇄물의 수집, 보존, 배포

    b) 외국에서 출판된 헝가리어 자료들의 수집과 편목 ‧ 분류 그리고 보존 등이 완비되도록 

노력 
    c) 인쇄물로 분류되지 않는 헝가리어 자료들의 수집과 편목‧분류 그리고 보존

    d) 국가서지의 편찬

    e) 소장 자료의 아카이브와 보호

    f) 소장 자료를 이용시키되, 원칙상 현장 열람으로

    g) 자체 활동분야 내에서 연구를 수행

    h) 제60조 1항에서 3항까지 열거된 주요 서비스 제공에 참여

    I) 문화유산의 일부인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들을 보호하도록 이 법에서 부여되고 열거된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

고, 국외 반출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j) 도서관 자료의 공인 복사본 제작

    k) 장관이 지시한 기타 임무 수행

  (5) 국립 도서관은 보호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공개 도서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 

제62조 국가도서관위원회(The National Library Board)는 국립세체니도서관 및 도서관연구소(the 
Library Institute)의 운영에 참여 한다.

제5장 연구 및 전문 도서관 서비스

제63조 
  (1) 국립세체니도서관, 코서드 라저스(the Kossuth Lajos)대학 중앙도서관, 부록 3에서 명시하

는 국립 전문 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

진 기타 전문 및 고등 교육 도서관 등의 임무는, 연구 및 전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코서드 라저스대학 중앙도서관은 전국적 수집범위를 가지는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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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및 전문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전1항에서 열거된 도서관과 도서관시스템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도서관의 상호협력으로 수행된다. 관련기관들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운영되는 도서관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4) 제55조 1항에 명시된 사항에 덧붙여 국립전문도서관들과 국립대학도서관들의 기본 임무

는 다음과 같다. 
    a) 자신들의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인 문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것

    b) 자신들의 특정 영역에서 제60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것

제6장 공공 도서관 서비스 : 지역 및 군립도서관 서비스 

제64조. 
  (1) 지역 및 군립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은 지방행정당국에 부여된 임무이다.
  (2) 전1항에서 제시한 임무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거나, 다른 지방행정당국과 연합하여 공

공도서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공공도서관서비스를 명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을, 도시 혹

은 군을 거느린 도시의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3) 군지역과 수도의 행정당국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전1항에서 제시된 임무를 수행

한다. 
  (4) 만일 협정에 기초하여 군립도서관이 자신이 소재하는 도시의 지역도서관의 임무를 수행

하게 된다면, 소재지 지방행정당국과 군행정당국은 함께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

제65조

  (1) 지역도서관(local library)은 마을(village), 도시(town), 수도(capital)에 소재하는 도서관이다.
  (2) 제55조 1항에 제시한 임무에 더하여 지역도서관은, 
    a) 지역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장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한다.
    b)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c) 지역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한다.
    d) 소장자료를 개가서고로 관리한다.
  (3) 수도(capital)에 소재하는 도서관은 또한 수도 지역을 대상으로 제66조에서 열거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6조 제55조 1항 및 제65조 2항에 제시한 임무에 더하여 군립도서관(county library)은 군 전역

에 있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상호대차서비스 및 납본 관련 임무 수행

  b) 도서관협력 조직

  c) 국가 및 소수민족 거주자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조직과 제공

  d) 지역도서관 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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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통계데이터 제공을 조직

  f) 학교시스템 밖의 사서들에 대한 후속교육과 전문교육의 실행

제67조

  (1) 도시에서 공공도서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다른 기관과의 협력 운영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운영상의 이점이 보장될 때에만 

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제7장 도서관 관리와 지배

제68조. 이 법의 조항에 기초하여 관리기구는,
  a) 도서관의 임무와 그 이용규칙을 규정한다.
  b) 설립 증서를 발행하고, 정관을 승인한다.
  c) 장관이 명한 전문가 요구 조건과 기준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사 및 객관적 

조건을 보장한다. 
  d) 도서관 발전 계획을 승인한다.
  e) 국가 도서관 전문가로 등록된 전문가를 참여시켜, 도서관의 전문적 활동을 평가한다.
  f) 도서관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g) 도서관의 관리 및 지배와 관련된 기타 규정에서 제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69조. 장관은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 활동의 부분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장관

은,
  a) 다음을 규정한다. :
    -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 자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사항, 박물관 문서에 대한 보호자료 

등록의 판단, 보호 자료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 도서관 자료의 보고 의무

    - 전문적인 감사

    - 도서관 직원들과 자격 요건과 급여

    -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사항과 기준

    - 도서관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등록과 전문가 활동과 관련된 문제

  b) 전국적인 도서관 전산망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의 발전 계획 수립

  c) 도서관서비스의 상호협력을 촉진

  d) 지역 혹은 국가도서관의 재조직 혹은 폐관의 경우에 의견 표명 권리의 행사

  e) 전문적인 감사의 틀 내에서, 이 법에 대한 통제, 도서관활동에 대한 규정, 전문가적 요구 

조건과 기준, 그리고 주요 지원 기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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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서관의 재정 및 주요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

제70조

  (1) 도서관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은 설립자 혹은 관리

기구가 확보한 기금과 기타 세입을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비

용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할당되어 관리기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2) 일반 정부 예산은 공공도서관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업의 재정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다. 
    a) 국립도서관과 국립전문도서관의 경우, 헝가리 공화국의 예산 법령에서

    b) 지방행정당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 일반 문화와 공공 장서에 관한 표준 배분 틀 내에서

- 내무부 예산항목 아래

    c) 내무부 예산항목은, 지역 및 지방(부다페스트) 도서관의 수집예산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중적 할당 방식으로, 지방행정당국에 대한 보상 지원을 포함한다. 

  (3) 장관은 전2항 c)에서 명시한 보상 지원의 배분규칙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의 관리기구만이 보상 지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1)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운영에서 다음의 임무들은, 국가문화유산부의 예산 항목으로 지원되

어야 한다.
    a) 제60조에 명시된 서비스에 참여

    b) 도서관자료의 구입

    c) 문화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보호

    d) 도서관상호대차의 우편비용

    e) 도서관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기본 임무를 벗어나서 수행되는 활동

    f) 장관이 명시한 기타 임무들

    g) 전문적인 감사 운영

    h) 도서관 전산망의 관리 및 개발 그리고 자료의 전자적 접근 제공과 그 디지털화

  (2) 공공도서관 명부에 등록된 도서관만이 전1항의 a)~b)에 열거된 과제와 관련해서 지원서

를 제출할 수 있다.
  (3)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항목 아래 세목으로 할당된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이용규칙을 제

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2조 국가문헌제공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조항은 헝가리공화국 예산 법령에서 국가문

화유산부의 항목 아래 만들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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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부

박물관, 공공도서관, 일반 문화기관, 문서관 등의
직원고용에 관한 특정 사항

제93조 국가와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수집기관과 일반 문화기관의 직원 수를 결

정함에 있어, 관리기구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 임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조

건, 그리고 이법의 범주에 속하는 기관의 정관 등에서 제기하는 고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4조

  (1) 직원의 요건

    a)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b) 국가와 지방행정당국이 관리하는 박물관, 공공 도서관, 문서관과 일반 문화 기관에 고용

되려면, 직급별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요구조건과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전1항에서 명시한 기관에서의 특별한 임무는 적절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수

행되어만 한다.
  (3) 특수한 자격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규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4) 이 법의 범위에 속한 기관에 고용된 전문가는, 7년간의 조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조직

훈련으로 인정되는 훈련 형태의 범위와 훈련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문화유산부장관이 

공포한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5) 이 법의 범위에 속한 기관의 전문 업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자료(인쇄, 음성, 전

자)구입을 위해, 해당연도의 첫 날에 유효한 최저 임금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연간 기금

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6) 이 법의 범위에 속한 기관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제3의 자격을 지닌 직원들은, 만일 

학술 연구 직위에 고용되거나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필수적인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보조금은 기본급의 50% 내가 될 것이다.
  (7) 이 법의 범위에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되는 되는 활동과 

관련한 형법상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5조 국가 및 지방행정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공문서관, 일반 문화기관

에서는 제3의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고위 관리직에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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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립도서관법 1960｣

1. 호주의 도서관활동

  호주국립도서관은 1901년 설립된 호주연방의회도서관에서 출발하여, 1912년 저작

권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시행으로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은 물론 아시아 주변 국가의 

자료를 중점 수집하면서 규모를 키워 오늘날 9백만 종의 장서를 갖추고, 직원 479명

에 연간 방문이용자 532,000여명을 서비스하는 국제적인 명성의 국립도서관으로 성장

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이 운영하는 호주도서관게이트웨이(Australian Libraries Gateway)의 

도서관총람(Libraries Directories, http://www.nla.gov.au/libraries/resource/directories.html)

에 따르면, 호주연방에는 모두 6,300여개의 도서관에서 12,300여명의 사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립도서관법에서 부여하는 호주 국립도서관의 기본적 

사명의 하나는 이들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들을 연계하는 협력사업의 실시를 명시하

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이 주도하는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1) 전국 800여개 도서관의 4천2

백만 종의 장서를 검색하고 상호대차에 제공하는 호주도서관통합검색서비스

(Libraries Australia, http://librariesaustralia.nla.gov.au/apps/kss)를 운영하는 것과, 2) 호주 

내 온라인 출판물과 웹 사이트의 웹 아카이브를 책임지는 판도라(PANDORA: 

Australia's Web Archive, http://pandora.nla.gov.au/)를 관리하는 것, 또한 3) 호주국가기

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및 국립영화소리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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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Australia)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마다 국

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 수집물의 보존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유산전승프로그램

(The Community Heritage Grants Program)’을 운영하는 것, 4) 호주에서 생산되는 모

든 음악관련 자료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음악(Music 

Australia, http://www.musicaustralia.org/apps/MA)’ 허브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5) 호주 

내 무용 활동과 관련 자료를 연계 서비스하는 ‘호주무용(The Australia Dancing, 

http://www.australiadancing.org/)’ 포탈을 운영하는 것, 6) 호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회

화, 사진, 포스터, 조각, 그림자료 등을 서비스하는 ‘호주그림(Picture Australia, 

http://www.pictureaustralia.org/)’ 포탈을 운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6개의 주(州)와 2개의 준주(準州)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호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

는 주정부에서 각기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지역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호주도서관게이트웨이’에서 연계하고 있는 웹 링크를 따라 공공도서관을 

추적 확인한 결과, 호주수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9개, 뉴사우스웨일

즈(New South Wales)에서는 369개, 북부지역(Northern Territory)에서는 32개, 퀸즈랜드

(Queensland)에서는 370개, 남부호주(South Australia)에서는 146개, 태즈마니아(Tasmania)

에서는 52개, 빅토리아(Victoria)에서는 270개,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는 246개

로 전국적으로 모두 1,500여개의 공공도서관 링크가 확인되었다. 시드니, 캔버라 등의 

도시인구 비중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스지역과 빅토리아, 퀸스랜드 등의 동부 해안지

역에 공공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의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서비스는 1932년 미국 카네기기금의 호주도서관실태

조사를 기회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시설과 장서에 대한 반성이 계기가 되어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활발하였던 무료도서관운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1939년 뉴사우스웨

일즈 지역의 ‘도서관법’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기본원리를 제공하

고 있을 정도이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종반기에 퀸스랜드 의회에서 제정한 ‘도서관법(1943)’을 계기로 주마다 법적 기초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의 보급을 촉진하였고. 이후 1960년대 국립도서관법

(1960)의 제정, 저작권법(1968)의 법정납본 정비 등으로 체계화된 지원체제를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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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주변 아시아국가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도서관서비스체제로 발

전하였다. 

 

2. 호주 국립도서관법의 개요

  1960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법은 모두 5개부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법

령의 제목과 용어의 정의 등이 제시되고, 제2부는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기능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자체의 고유인장을 가지며 법

률적 행위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립도서관의 주요기능으로는 호주 내 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서비스의 임무가 부여

되며, 특별히 의회와 연방정부, 영토 내 국민, 정부공공기관 등에게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호주 

내 도서관문제와 관련한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것도 국립도서관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의 권한으로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구입과 임대 혹은 대여의 권한과, 자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국립도서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국립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장의 보수

와 수당, 대행, 사직, 퇴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립도서관의 실질적 책임경영기구인 

위원회는 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과 관장, 연방총독이 지명하는 9명으로 구성되

며, 임기 3년의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도서관장은 임기가 7년으로 연방

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

도록 부여받고 있다.

  제4부는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도서관 재정으로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재정장관

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잉여자금에 대한 투자의 허용과 

도서관재정에 대한 세금 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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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제5부 기타사항에서는 도서관구내에서의 주류의 판매와 처분을 허용하

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건물 및 부지 내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제

한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이하 법

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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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법 1960｣

제1부 서론

제1조 간단한 제목

  이 법은 ‘국립도서관법 1960’이라 한다. 

제2조 시행

  이 법은 공표에서 정해진 날에 시행될 것이다.

제4조 해석

  이 법에서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서관 자료는 기록물 혹은 기타 형태의 자료로서,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필사본, 필름, 녹
음자료, 악보, 지도, 설계도, 그림, 사진, 인쇄 및 기타 기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국립도서관위원회(the Council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를 의미한다.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장(the Director General)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제2부 호주국립도서관의 설립

제5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1) 법인이 이법에 따라 호주국립도서관의 이름으로 설립된다.
  (2) 도서관은

    (a) 인장을 가진다.
    (b)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 소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c)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모든 법정, 재판관, 법률관계인들은 문서에 봉인된 국립도서관의 인장에 법률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당하게 봉인되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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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서관의 기능

  호주연방을 위하여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호주와 호주인과 관련된 도서관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포함하여 도서관자료의 국가적 

수집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

    (b)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해당 장서에 대해 가장 유리한 이용을 기대하여 위원회가 결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국가적으로 수집된 도서관자료를 개인 및 기관의 이용에 제

공하는 것 

    (c) 위원회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서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서관문제 및 도서관자

료와 관련한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 의회 도서관

      (ii) 호주연방 당국; 그리고

      (iii) 영토; 그리고

      (iv) 정부기관(‘1999 공공서비스법’의 의미 내에서); 그리고

    (d) 호주 내에 소재하든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든 도서관문제와 관련하는 당국 혹

은 개인과(도서관학의 발전을 포함한) 도서관문제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제7조 국립도서관의 권한

  (1) 국립도서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혹은 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요한 모든 일

을 실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전(1)항의 일반성의 제한 없이, 해당 항에서 언급된 국립도서관의 권한은 다음의 권한을 

포함한다.
    (a) 국립도서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비품, 장비, 물자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

하고, 혹은 예금이나 대출을 처리하는 권한

    (b) 도서관 자료나 기타 물품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권한 또는 도서관 자산을 처분하는 

권한

    (c) 국립도서관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권한, 또는 건

물을 건립하는 권한

    (d) 국립도서관에 부여된 토지나 건물의 처분 혹은 그 임대를 승인하는 권한

    (e) 호주연방에 의해 임차중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점유, 사용, 관리하고, 도
서관의 사업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권한 

    (f) 도서관을 위한 신탁이든 다른 방식이든 국립도서관에 기증, 유증, 유산, 할당 등을 수락

하는 권한; 그리고

    (g) 돈, 도서관 자료 또는 신탁으로 도서관에 소유권이 귀속된 기타 재산의 피수탁인으로 

활동하기 또는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의 관리로 호주 연방이나 

호주연방의 당국을 위하여 행동하기 

  (3) 이 법령에 포함된 어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으로 도서관에 의해 보유된 모든 금전

이나 재산은 피신탁인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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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A 자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권한

  (1) 국립도서관은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a) 총액이나 가치가 250,000달러 혹은 그 이상을 초과하는 조건에 대한 모든 자산, 권리, 

혹은 면책권을 취득하는 것

    (b) 처분을 고려 중인 자산, 권리, 면책권 등 가치나 총액이 25만 달러를 넘거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 권리, 면책권 등을 처분하는 것

    (c) 도서관 건물 건축계약에서, 2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d) 10년 이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8조 국립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자료 등의 이전 

  장관은 자문회의의 요청에 따라 호주 연방에 속하는 모든 도서관자료나 장비 혹은 물품 등의 

소유, 이용 또는 보관을 국립도서관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토지 및 빌딩

  연방총독은 국립도서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호주연방에 의해 임대차 중이거나 소유 중인 

모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3부 도서관의 경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 국립도서관의 업무는 호주국립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aa) 관장;
    (a) 상원에서 선출된 상원의원 한명;
    (b) 하원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한명;
    (c) 그들의 지식 및 경험이 국립도서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연방총독이 

지명한 9명의 위원;
  (3) 상, 하 양원에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선출 시기에 의회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이 

이 법령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한다.  
  (4)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임용 시기에 연방총독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이 이 법령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재직한다.
  (5) 의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회 위원은 재선출 혹은 재임용의 

자격을 갖는다.
  (6)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 또는 실행은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

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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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행 위원

  (1) 장관은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되는 위원으로 대행할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a) 위원의 직무가 공석인 경우 ; 또는

    (b) 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호주에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기간동안; 그러나 공석인 동안 대행을 임명받은 개인은 12개월 

이상을 지속할 수 없다.
  (2) 이 조항에서의 임용은, 임용의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듯이 해당 상황에서만 효력을 가지도

록 표현될 수 있다. 
  (3)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의 보수 및 수당을 포함한 임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 

그리고

    (b) 언제든 해당 임용을 종료하는 것

  (4) 한 개인이 전항 (1)(b)에 따라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으로서 대행하고, 해당 위원의 

직무가 공석이 되어 당해 개인이 전(2)항에 따라 대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공석이 채워지거나, 공석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

는 등 그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 까지 대행을 지속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 따라 대행자로 임용된 개인은 자신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된 문서로서 자

신의 지위를 사직할 수 있다. 
  (6) 개인이 연방총독에 의해 대행 위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개인은 해당 위원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위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전(1)항에 따라 대행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 모든 일들의 유효성은, 그들의 임용의 근거

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임용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불법이 있는 것, 해당 임용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행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없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연방총독은 자신에 의해 임용된 위원 중 한명을 기꺼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때때로 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한 위원이 맡아야 한다.

제13조 보수 및 수당

  (1) 위원회 위원은 보수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보수를 지급 받을 것이다.
  (2) 위원회 위원은 규정된 대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다.
  (3) 이 조항은 ‘1973 보수심사위원회법(the 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제14조 직무의 종료

  (1) 연방총독은 자신에 의해 임용된 위원이 무능력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임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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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회에 의해 선출된 위원은 해당 의회에 의해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15조 직무의 퇴임

  (1) 만일 도서관장이 아닌 위원이:
    (a) 파산하거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의 혜택을 받

는다거나, 자신의 채권자와 화해하고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분할 지급

하는 경우;
    (c) 의회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d) 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휴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임에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또는;
    (e) 합당한 사유 없이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the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97)’의 27F조 또는 27J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 할 때;
       연방총독은 위원의 지위를 해고해야 한다.
  (2) 전항 (1)(c)의 목적을 위해 의회의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신들에게 지불되는 의회 수당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5조A 사직

  도서관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는 기명 통지에 의해 자신의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a)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의 경우에는 연방총독에게 ; 또는

    (b) 상원 및 하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상원의장 혹은 하원의장

에게 

제16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 또는 만일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이 활동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은:
    (a) 위원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그리고

    (b) 4명 이상의 위원이 기명한 서면요청을 수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장관은 어느 때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4)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부재 시는 부위원장이 당해 모임을 주재해야 한다.
  (5)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 출석 위원들은 회의를 주재하기 위

해 참석한 위원 중 한명을 지명해야 한다.
  (6) 위원회 회의는 5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7) 세부 (8)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는 모든 현안은 출석 위원들의 과반수와 투표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임을 주재하는 위원은 신중한 투

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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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의안에 대해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해당 의안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동일한 의안이 다음 날짜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

에 제안되고 다시 가부동수가 되면, 당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제안의제에 대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제17조 도서관장 

  (1)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두어야 한다.
  (2) 도서관장은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3) 도서관장은 위원회의 임원이며 위원회의 지휘아래 도서관 업무를 집행한다.
  (4) ‘1999 공공서비스법’의 목적을 위해

    (a) 도서관장과 도서관장을 보좌하는 APS 직원들은 함께 법정기구를 구성한다.; 그리고 

    (b) 도서관장은 그 법정기구의 수장이다. 
  (5) 도서관장은 서면의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든 또는 문서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까지

이든, ‘1999 공공서비스법’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이 법령(위임의 이러한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에 의한 도서관장으로서 자신의 권한 및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6) 자신의 권한 및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임하는 도서관장의 권한은 위원회의 모든 지

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7) 이 조항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기능은 도서관장에 의해서처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대

리인에 의해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8) 이 조항에 의한 위임은 임의로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도서관장에 의한 권한의 행사 혹

은 기능의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17조A 임용 기간 및 조건

  (1) 도서관장은 7년 이내 기간에 자신의 임용계약서에 구체화 되어 있는 해당 직무를 유지하

며, 재임용의 자격을 가진다.

제17조B 부재의 허용

  (1) 상근 위원은 보수심사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안식 휴가가 주어진다.
  (2) 장관 혹은 장관의 권위를 대신하는 위원회는, 장관이나 장관의 권위를 대리하는 위원회

가 결정하는 보수 또는 기타사항에 대한 기간과 조건에 의하여, 상근위원에게 안식휴가

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C 해고 

  연방총독은 잘못된 행동이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을 이유로 도서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D 사직

  도서관장은 연방총독에게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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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E. 직무의 퇴임

  (1) 만일 도서관장이:
    (a) 장관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 이외 보수를 받는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aa)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조의 (3)항이나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의 제27조F 또는 

제27조J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파산하거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의 혜택을 받

는다거나, 자신의 채권자와 화해하고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분할 지급

하는 경우;
  (2) 장관은 만일 관장이 직무 이외에 보수를 받는 고용에 종사할 경우 그 고용의 내용이 중요

하지 않은 것이고, 이 법에 따른 관장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전(1)항 (a)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고용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장은 모든 사업에서 혹은 사업수행 법인체에서 취득하는 직간접적인 금전상의 이

해관계에 대하여 이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7H. 퇴직연금법의 적용

  ‘1922 퇴직연금법’ 제4조 (3A)항과 (4)항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장은 자신의 임용 조건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7J 도서관장 대행

  (1) 장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을 도서관장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a) 직무 공백기 

    (b) 도서관장이 직무에 공석이거나 국내에 부재할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도서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일부 기간동안 혹은 모든 기간동안 ;
       그러나 공석기간 동안 대행에 임명된 개인은 12개월 이상 대행을 지속할 수 없다.
  (2) 이 조항에서의 임용은, 임용의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듯이 해당 상황에서만 효력을 가지도

록 표현될 수 있다. 
  (3) 장관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a)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의 보수 및 수당을 포함한 임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 

그리고

    (b) 언제든 해당 임용을 종료하는 것

  (4) 한 개인이 전(1)항(b)에 따라 관장으로 대행하고, 당해 개인이 대행하는 동안 관장의 직무

가 공석이 되는 경우, 전(2)항에 따라 해당 개인은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공석이 

채워지거나, 공석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는 등 그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 까지 대행을 지속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 따라 대행자로 임용된 개인은 자신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된 문서로서 자

신의 지위를 사직할 수 있다. 
  (6) 개인이 관장으로 대행하는 경우, 그 개인은 관장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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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전(1)항에 따라 대행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 모든 일들의 유효성은, 그들의 임용의 근거

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임용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불법이 있는 것, 해당 임용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행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없다. 
  (8) 제17조B는 도서관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방식처럼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과 관련

하여 적용한다. 

제18조 공무원

  도서관 직원은 ‘1999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종사해야 한다.

제4부 재정

제20조 도서관에 지불할 수 있는 금전

  (1) 도서관의 목적을 위하여 의회에 의해 승인된 해당 금전은 도서관에 지불될 수 있다.
  (2) 재정장관은 전(1)항에서 간주된 금전이 언제 얼마나 도서관에 지불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다. 

제22조 도서관 금전의 적용

  (1) 도서관의 금전은 다음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a) 이 법령에 따라 도서관의 비용과 지출의 지불이나 이행

    (b)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 및 경비를 위한 지불

  (2) 전(1)항은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잉여자금의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26조 세금으로부터의 면제

  도서관은 호주연방 혹은 주정부 또는 자치령 등의 모든 법령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제5부 기타사항

제27조A 도서관 구내에서의 주류의 제공

  (1) 도서관 규정은 도서관의 관할 아래 있는 호주수도자치구역의 구내에서 주류의 판매, 공
급, 처리, 소유 또는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주류의 판매, 공급, 처리와 관련된 호주수도자치구역법(Law of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은, 전(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과 관련된 부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에서: 주류는 와인, 증류주, 에일 맥주, 맥주, 흑맥주, 사과술, 페리 주 또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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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로서 사용되거나 사용에 적합한 알코올을 함유하는 모든 액체를 의미한다.   

제27조B 도서관 부지 및 건물의 관리

  (1) 도서관규정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도서관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모든 부지나 건물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통

제하거나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 

    (b) 해당 부지나 건물에 대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c) 해당 부지나 건물로부터 개인을 내보내는 규정

  (2) 도서관의 관리에 있거나 도서관에 의해 소유된 어떠한 부지나 건물에 대한 이 조항에서의 

참조는, 해당 부지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제28조 규정들 

  연방총독은 이 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락된 모든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혹은 이법을 실행하고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규정 위

반에 대한 벌금 $500을 넘지 않는 형벌을 규정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문제에 대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www.nla.gov.au/>
2)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http://www.alia.org.au/>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008년   9월  22일  인쇄

  2008년   9월  25일  발행

  발  행  인 : 성          남          기

     기획 ․편집 : 도서관연구소(담당 정현태)

발  행  처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도  서  관  연  구  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02) 590-0653

          팩스: (02) 590-0712

   http: //www.nl.go.kr

  인     쇄 : 신성인쇄상사(Tel. 02-2272-0345)

                                                            <비매품>


	00-1-CIP.pdf
	00-목차 판권.pdf
	01-1-남아프리카공화국-간지.pdf
	01-2-남아프리카 서론.pdf
	01-3-국립도서관법-법조문.pdf
	02-1-뉴질랜드 간지.pdf
	02-2-뉴질랜드 서론.pdf
	02-3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pdf
	03-1-독일-간지.pdf
	03-2-독일-서론.pdf
	03-3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pdf
	04-1-미국-간지.pdf
	04-2-미국-서론.pdf
	04-3-미국-법조문.pdf
	05-1-싱가포르-간지.pdf
	05-2-싱가포르-서론.pdf
	05-3-싱가포르-법조문.pdf
	06-1-에스토니아-간지.pdf
	06-2-에스토니아 - 서론.pdf
	06-3-에스토니아-법조문.pdf
	07-1-도서관법(영국)-간지.pdf
	07-2-도서관법(영국)-서론.pdf
	07-3-도서관법(영국1964년).pdf
	08-1-1972년-간지.pdf
	08-2-1972년 영국 서론.pdf
	08-3-1972년 영국 도서관법.pdf
	09-1-2003년(영국)-간지.pdf
	09-2-2003년 영국 서론.pdf
	09-3-2003년 영국 도서관법.pdf
	10-1-도서관법(일본)-간지.pdf
	10-2-도서관법(일본)-서론.pdf
	10-3-도서관법조문(일본).pdf
	11-1-학교도서관법(일본)-간지.pdf
	11-2-학교도서관법(일본)-서론.pdf
	11-3-일본 학교도서관법.pdf
	12-1-국립국회도서관법(일본)-간지.pdf
	12-2-국립국회도서관법-서론.pdf
	12-3-일본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제정).pdf
	13-1-체코간지.pdf
	13-2-체코서론.pdf
	13-3-체코법조문.pdf
	14-1-캐나다-간지.pdf
	14-2-캐나다-서론.pdf
	14-3-캐나다- 법조문.pdf
	15-1-핀란드 간지.pdf
	15-2-핀란드 서론.pdf
	16-1-헝가리 간지.pdf
	16-2-헝가리 서론.pdf
	16-3-헝가리법조문.pdf
	17-1-호주 간지.pdf
	17-2-호주 서론.pdf
	17-3-호주법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