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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노르웨이 ｢납본법 1989｣
- 매체별 상세 수집범위 규정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자국 내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의 국가보존센터로서, 노르웨

이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납본의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국립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는 접수 후 6주 이내에 서지조직업무를 거쳐 

신속히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2008년 말 현재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소장 자료는, 도서 1,951,000권, 신문 63,005,000면, 사진 1,873,000장, 필름 

72,400롤, 지도 55,300장, 악보 163, 700장, 엽서 246,500종, 라디오 1,270,000시간, TV 

372,000시간, 잡지 3,832,000호, 팸플릿 2,344,900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1989년에 제정된 납본법에 의하면,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시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본되어야 하고, 납본의무가 주어지는 출판자, 

제작자, 수입업자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본대상 자료 

중 인쇄자료와 마이크로필름 ‧ 사진 등은 7부, 녹음자료 ‧ 전자문헌 ‧ 필름 ‧ 복합매체자

료 등은 2부, 라디오와 TV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쇄자료, 필름, 지도, 악보 등과 함께 라디오와 TV의 프로그램 녹화물을 수집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쇄자료 ‧ 마이크로필름‧ 사진 ‧ 복합매체자료 ‧ 전자문헌 ‧ 방송프로그램녹화자료 등

은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라나분관에 납본되고, 녹음자료는 오슬로대학교도서관에 납

본되며, 필름과 비디오영상은 노르웨이영상원에 납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본자료

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원본자료를 요구하고, 매체에 따라 납본자료의 특성과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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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부속 정보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르웨이 납본법시행령은 모든 매체의 납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영규정을 앞에 

두고, 종이매체 ‧ 마이크로필름 ‧ 사진 ‧ 복합매체 ‧ 음향매체 ‧ 비디오자료 ‧ 전자문헌 ‧ 방
송녹화자료 등에 대해 각각의 납본부수와 수집범위, 부속정보의 내역 등에 대한 실용

적이고 실무적인 운영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쇄매체의 납본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8조에서는, 납본대상으로 도서 ‧ 보
고서 ‧ 잡지 ‧ 신문 ‧ 안내서 ‧ 점자자료 ‧ 지도 ‧ 악보 ‧ 도면 ‧ 포스터 ‧ 엽서 등은 물론 경기 

및 공연 포스터 ‧ 인쇄광고물 ‧ 임금산정표 ‧ 여행안내서 ‧ 취급설명서 ‧ 상품소개목록 등

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인쇄 자료의 납본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견본양식 ‧ 명
함 ‧ 포장지 ‧ 게임 ‧ 절취자료 ‧ 달력 ‧ 초대장 ‧ 입장권 ‧ 복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집 자료의 명세만큼이나 제외자료의 명세를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본 대상 자료의 명세와 비교가 되는 

조항으로, 국가도서관의 중장기 장서개발정책에 의한 수집전략을 실효화하기 위해서

는, 납본대상 자료의 수집범위와 수준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며, 노르웨이 납본

법의 매체별 수집범위와 수준에 대한 상세 규정은 우리의 납본관련 규정의 정비방안

에 대해 유익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된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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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납본법 1989｣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하원 제안 제52호, 하원 권고 제67호, 하원 결의 제84호(1988-89), 하원 결의 1989년 5월 20일, 
상원 결의 1989년 5월 25일, 문화과학부에 의해 제출

제1조 법령의 목적

  본 법령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이 국가장서에 납본되도록 보

장함으로써,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인 생활상을 표현하는 이들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조사

연구 목적의 원천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조 지리적 적용범위

  국왕은 본 법령이 대륙붕의 노르웨이 부분과 스발바르(Svalbard) 제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법령의 목적에 따라,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 매체(medium): 정보 저장 수단

  • 문헌(document): 지속적인 열람과 청취, 전시 및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의 

하나 또는 복수의 복본

  • 출판자(publisher):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비로 문헌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

  • 제작자(producer): 출판자를 위해 문헌의 복본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

  • 수입업자(importer): 노르웨이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외국에서 출간된 문

헌을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개인

  문헌은 다음의 경우에 공증에게 제공된다.
  • 문헌의 복본이 판매나 대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문헌이 사적 범위를 넘어 기타의 

방식으로 배포되는 경우

  • 문헌에 수록된 정보가 발표, 전시, 방송, 온라인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적 범위를 넘어 

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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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납본 되어야 하는 것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납본되어야 한다.
  • 종이문헌 또는 유사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 7부
  • 녹음, 필름, 비디오, 전자문헌, 기타 복합매체는 2부
  •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  

   해외에서 출판된 문헌은 노르웨이의 출판사가 생산하거나, 또는 노르웨이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납본되어야 한다.
   국왕은 납본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납본 문헌의 형식과 품질, 그리고 문헌에 

동반되는 메타정보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

  납본의무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문헌의 출판사, 인쇄자, 수입자 등에게 주어지

며, 또한 법이나 허가에 의해 방송종사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에게도 납본의무가 주어진다. 
  문헌은 보상 없이 납본되어야 한다. 만일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자에게 심각한 부

담이 되는 경우, 납본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문헌을 납본처에 보내는 비용은 납본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국왕은 누가 납본의 의무를 가지는지, 납본되어야 하는 문헌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언제 

보내야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법에 따른 납본자가 부재한 경우

  납본자가 파산이나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납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압수 혹은 압류된 문헌

  만일 납본대상 문헌이 압수 혹은 몰수되는 경우, 국왕은 검찰당국에게 해당 문헌의 납본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납본의무의 시행

  본 법령이나 규정에 위한 납본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다. 

제9조 처벌

  이 법에 따른 관련조항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

제10조 시행

  본 법령은 국왕이 포고하는 날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인쇄 자료를 법정 납본하는 

것과 관련한 1939년 6월 9일자 제2호 법령은 동일 날짜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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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25일 왕령: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및 규제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Ⅰ.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은 1990년 7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인쇄 자료를 법정 납본하는 것과 관련한 1939년 6월 

9일자 제2호 법령과 1940년 9월 12일자 및 1956년 6월 8일자 부칙은 동일 일자에 폐지 

된다.

  Ⅱ. 법령의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해 국왕에게 귀속되는 권한은, 이에 의해 교회문화부

(Ministry of Church and Cultural Affairs)에게 위임된다. 

  Ⅲ. 교회문화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자료 관리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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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반유통문헌의 법정납본 관련규정

  일반유통문헌의 법정납본 관련규정은, 일반유통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과 1990년 5월 25일자 왕령에 따라, 1990년 5월 25일자로 교회문화부에 의해 제정되

었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형식과 품질

  문맥상 분명하거나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문헌은 일반 유통 중인 형식으로 납본되어

야 한다.
  납본 원본은 일반유통 문헌에 수반되는 표지와 케이스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납본 원본은 흠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납본처는 형식 및 품질과 관련하여 상세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속물 정보

  납본되는 문헌은 다양한 유형의 문헌에 대한 부칙을 참조하여 납품의 내용명세가 수반되어

야 한다.
  납본처는 부속물 정보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부속물이 규정된 형태로 제공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포장 및 납품

  납본 원본은 배송 시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만약 원본이 파손되고, 그 파손이 납본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발송인은 지체 없이 다른 원본을 보내야 한다. 
  납본처는 포장 및 납품방법 등과 관련하여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납본시기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판사와 수입자는 문헌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때로부터 최대

한 신속히 납본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문헌이 제작되고 1개월 이내에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처는 납본자료를 보내는 별도의 기한에 대하여 납본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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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헌 별 납본처 주소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라나분관(Rana Branch)은 종이문헌,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문헌, 
전자문헌, 방송프로그램녹음자료 등에 대한 납본처이다.

  오슬로대학교도서관은 녹음자료 납본처이다. 
  노르웨이영상원(Norwegian Film Institute)은 필름과 비디오영상에 대한 납본처이다.
  납본처는 문제가 되는 문헌유형별로, 특정 유형 문헌의 하위그룹 자료가 납본 ‧ 배포되어야 

하는 복수의 기관으로 직접 납본해야 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납본의무의 구분

  종이 및 유사 문헌과 사진의 경우, 본 규정들은(아래 제10조 및 17조 참조) 납본의무가 출판자

와 제작자 간 구분되도록 일반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실용적 이유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합당한 경우, 문제되는 특정유형 문헌에 대해 납본처는 

납본의무를 각기 달리 배분하거나, 납본의무가 부과된 당사자의 한 곳에 전적으로 납본의무

를 부과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제한

  다음의 문헌은 법정납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시장만을 고려하여 외국 소재 출판사가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문헌

  • 교육수단 및 강연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유인물, 전시 및 발표용 문헌

  납본처는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본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

할 수 있다. 

제2장 종이 등의 문헌

제8조 범위

  종이류의 문헌은 전부 7부를 납본하여야 한다. 
  종이류는 전통적인 종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매체(예,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필요에 따라 문헌의 사본을 종이류로 제작할 수 있는 경우, 

종이로 제작된 문헌은 이러한 유형의 문헌에 대해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납본되어야 한다. 
  납본 대상 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도서

• 보고서, 논문, 발췌본 등의 총서(연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 잡지, 주간지, 신문, 사보, 동호회지 및 교회신문 등의 연속간행물

•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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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및 홍보지

• 박물관 안내서, 전시안내서, 여행안내서 등 취급설명서, 상품소개책자 및 접책

• 법령, 시행령, 법규, 그리고 회사, 단체, 기관 및 조합 등의 내규

• 가격목록 및 인쇄광고물

• 스포츠 경기, 콘서트 및 극장공연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정치단체의 강령

• 광고전단

• 임금산정표와 같은 표

• 회사, 단체, 기관, 조합 등의 연차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 인쇄된 그림, 지도 및 악보, 도표, 도면, 포스터, 엽서, 벽보 등

• 점자방식의 저술로만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점자문헌

• 본 규정 제9조에 의해 예외사항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인쇄 및 유사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반 유통 문헌

제9조 예외

  다음의 문헌들은 법정납본에서 제외된다. 
• 기재양식 등의 견본

• 라벨, 엠보스필기용지, 봉투, 명함 및 유사 문헌

• 소매업에 쓰이는 인쇄 포장지

• 일반 인쇄 자료로 동일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의 점자문헌

• 기타 일반유통문헌으로부터 직접 인용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자료(장례 성가 등) 
• 게임, 오려낸 그림, 날짜만 있는 달력

• 초대장 및 메뉴

• 입장권, 복권 및 기타 가치 있는 기념품

• 회화, 인쇄, 유사 예술작품

제10조 출판자, 제작자 및 수입업자 등에 의한 납본

  노르웨이 내에서 문헌이 제작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제작자는 2부, 출판자는 5부를 납본해야 

한다.
  다음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판자가 요구되는 납본부수를 모두 납본한다. 

• 신문

• 문헌의 일부가 여러 제작자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

• 문헌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하는 경우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제작자는 소요 납본부수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제작자와 출판자가 모두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소요 납본부수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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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이크로폼

제11조 범위

  마이크로폼은 원본출판물인 경우 7부를 납본해야 하고, 마이크로폼이 별도 매체로 생산된 문

헌의 유사출판물이거나 부차적 출판물인 경우 3부를 납본해야 한다. 
  마이크로폼은 필름류의 문헌으로 구성되며, 이들 문헌은 기술적 보조 장비 없이는 정보를 해

득할 수 없는 크기로 축소시킨 저술, 도면, 회화 등을 포함한다. 
  마이크로폼은 필요시 복제하기 위해 유일 원본으로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납본되어야  

한다. 

제12조 형태 및 품질

  납본자료의 하나는 품질에 있어 장기보존 및 복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납본원본은 기술적 보조 장비 없이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텍스트는 국제적 또는 국가표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제13조 예외

  자체 소장 자료의 원본문헌을 보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제작된 마이크로폼은, 사본이 

다른 개인들에게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납본에서 제외된다. 

제14조 출판자 및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출판자는 요구되는 부수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출판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요구되는 부수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제4장 사진

제15조 범위

  개별 문헌과 같이,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 500부 이상을 제작하는 사진은 7부씩 납본

되어야 한다.
  본 규정에 있어 “사진”은 원본 필름이 아닌 포지티브, 네거 티브 및 슬라이드 등 사진의 사본

을 의미한다. 

제16조 부속물 정보

  납본되는 각 사진은 사진작가, 소유자 및 기타 저작권자, 주제, 장소 및 시간과 사진을 촬영한 

주위환경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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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판자, 제작자 및 수입업자 등에 의한 납본

  사진이 노르웨이 내에서 제작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5부, 제작자가 2부를 납본하여

야 한다.
  직접 사진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사진을 제작하는 출판자는, 요구되는 납본부수 모두를 납

본하여야 한다.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제작자는 요구되는 납본부수 모두를 납본해야 한다. 
  제작자와 출판자가 모두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요구되는 납본부수 모두를 납본

해야 한다.

제5장 복합 문헌

제18조 범위

  상이한 매체로 완성품을 구성하는 -교육패키지자료 등- 문헌의 경우, 출판자는 2부의 완성품

을 납본해야 한다.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소요부수를 납본해야 한다.
  복합문헌을 구성하는 복수의 요소들이 인쇄물, 마이크로폼이나 사진 등으로 구성되는 문헌의 

경우, 출판자는 추가로 이들 구성요소들 5부를 납본해야 한다. 

제6장 음향고착물

제19조 범위

  음향고착물은 2부씩 납본되어야 한다. 음악 및 음성(예를 들면, 소리 책) 자료는 모두 이 규정

의 범위에 포함된다.
  음향고착물이 상이한 매체로 발행되었다면(예를 들면, 축음기 음반, 카세트 및 콤팩트디스크 

등) 각 유형마다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제20조 부속물 정보

  음향저작물의 납본에서는 출판자, 제작자(음반제작자, 제작사 등), 배포자 및 저작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제21조 출판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출판자(레코드회사 등)는 2부 모두를 납본해야 한다.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2부 모두를 납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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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필름

제22조 범위

  필름은 2부씩 납본되어야 한다. 납본 대상은 길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23조 형식 및 품질

  1부는 사운드트랙을 수반하는 신품의 원본(master copy)이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납본처는 인터네거티브 필름의 납본을 요청하거나 대안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른 1부는 양호한 조건의 복본이어야 한다. 
  만일 필름의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필름이 본 법령의 제4조 2항에 따라 법정납본 대상인 

경우, 2부의 복본이 납본되어야 한다.

제24조 부속물 정보

  납본필름에는 출판자, 시험소, 배포자, 관계자, 제작연도, 길이, 저작권리 등에 대한 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25조 납본시기

  원본 필름(혹은 인터네거티브 필름이 적절한 경우)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본되어야 하지

만, 사본은 일차 공중에게 출간된 이후 1년 이내 납본되어야 한다.

제26조 출판자나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출판자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납본해야 한다. 
  만일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2부의 복본을 납본해야 한다.

제8장 비디오그램

제27조 범위

  비디오그램은 최소 50부 이상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2부를 납본해야 한다.

제28조 부속물 정보

  제24조의 필름에 요구되는 부속물 정보는 비디오그램에도 적용된다. 

제29조 출판자나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출판자는 2부를 납본해야 한다. 
  만일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2부를 납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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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전자문헌 

제30조 범위

  최소 50부 이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켙, 자기테이프, 카
세트테이프 등의 전자문헌은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전기통신,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 온라인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문헌에 대해서

는, 개별 문헌마다 납본처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제31조 출판자나 수입업자에 의한 납본

  출판자는 2부를 납본해야 한다.
  출판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2부를 납본해야 한다. 

제10장 방송프로그램의 녹화물

제32조 노르웨이방송사(Norweg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노르웨이방송사는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규정에 따라 모든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녹화물을 납본해야 한다.
  방송녹화물은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되고 6개월 이내 납본되어야 한다.
 
제33조 기타방송

  노르웨이에서 방송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납본처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의 녹화물을 납본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세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1) 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2010.6.28] <http://www.nb.no/english>
  2) ACT No. 32 of 9 June 1989 relating to THE LEGAL DEPOSIT OF GENERALLY 

AVAILABLE DOCUMENTS [2010.6.28]
    <http://www.nb.no/fag /for-utgjevarar-og-trykkeri/pliktavlevering/legal-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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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도서 및 연속간행물

납본고시 2004｣
- 인쇄출판물의 납본범위와 부수를 규정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2003년 국립도서관법｣ 제4부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가 문헌자료에 대한 법적 납본기관으로서의 기본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금번 소개하는 ｢국립도서관 도서 및 연속간행물 납본고시｣는 국립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공중이용을 목적으로 출판되는 인쇄 자료의 납본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장관의 이름으로 고시한 것이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에서는 인터넷 문헌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제공

될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공공 문헌자료에 대해, 해당 출판자는 최초 출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해진 수의 사본을 자신의 비용으로 국립도서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이 수집하는 공공 문헌자료는 뉴질랜드 내에서 간행되었거나 뉴질랜드

인에 의하여 제작된 출판물로서, 뉴질랜드인들에게 이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출판물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고시한 납본 대상 출판물에는 달

력 ‧ 다이어리 ‧ 연보 ‧ 팸플릿 ‧ 리플릿 ‧ 회의자료 ‧ 총람 ‧ 안내서 ‧ 족보 ‧ 설명서 ‧ 잡지 ‧ 지
도 ‧ 도표 ‧ 도면 ‧ 마이크로필름 ‧ 신문 ‧ 보고서 ‧ 악보 ‧ 연차보고서 ‧ 취업서류 등이 포함

되어 있고, 라벨 ‧ 서식 ‧ 훈련교재 ‧ 강의자료 ‧ 회의록 ‧ 보도자료 ‧ 재쇄 출판물 ‧ 상업광

고물 등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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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납본대상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자 또는 인쇄인은 제작 출판물의 최우량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자비로 납본하여야 하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납본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5,000달러 이내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양장본

과 보급판을 함께 제작되었을 경우 우량한 양장본이 우선되어 납본되어야 한다.

특히 인쇄 출판물의 납본요강을 규정하는 본 고시에서는, 도서의 경우 제작부수가 

100부를 넘는 경우 2권을 납본하고, 제작비용이 1,000불이 넘거나 제작부수가 100부 

이내인 소량 제작물에 대해서는 1권만 납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속간

행물의 경우도 호별 발행부수가 100권 이상이 경우 2부를 납본하고, 연간 구독비용이 

3,000불을 넘거나 호별 발행부수가 100권 이하인 경우는 각1부만을 납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납본대상 출판물이 2가지 이상의 언어로 제작된 경우는 각 언어별로 

납본부수가 정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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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도서 및 연속간행물

납본고시 2004｣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도서관 주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고시

제1조(표제)

  본 고시는 ｢국립도서관 도서 및 연속간행물 납본고시 2004｣로 한다.

제2조(시행)

  본 고시는 2004년 7월 1일 발효된다.

제3조(해석)

  본 고시에서 다르게 명시되지 않은 한, 

법은 ｢2003년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을 의미한다.

도서는 공공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a) 인쇄된 여러 장의 종이 및 기타 재질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b) 다음을 포함한다. -
    (i) 개별적으로 발행된 도서의 모든 부분, 모든 팸플릿, 철판인쇄, 악보, 지도, 도면, 차트, 

표

    (ii) 국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한 도서의 재판 및 후속 판을 포함하나, 모든 측면(출판사 명은 

포함하나 출판일은 포함되지 않음)이 동일한 판은 제외한다.
   (c) 다음은 제외된다. 
    (i) 백지 형태나 라벨

    (ii) 내부 자료로서 훈련교재, 교수 및 강좌 기록, 회의 의사록 등

    (iii) 별쇄인쇄물

    (iv) 보도자료

    (v) 상업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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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은 공공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a) 신문, 리뷰, 잡지, 무역 또는 전문 저널, 연속간행물

   (b) 연속간행물 한 호의 재판 및 후속 판

출판은 도서나 연속간행물과 관련하여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적으로 통용되게 한 

것 또는 대중의 요청에 의하여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발행하여 통용되게 한 것 등을 의미한

다.
   (a) 대중이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입수하는데 제약(예를 들어 가격, 요금, 구독 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음

   (b) 도서나 연속간행물의 인쇄 또는 제작 방식이 무엇이든 관계없음

    (i) 철판 인쇄기, 석판, 사진, 스텐실, 정전 복사 등과 같은 복제 과정이 포함됨

    (ii) 타자는 제외

제4조(본 고시의 적용)

  본 고시는 다음에 적용된다.
  (a) 본 고시가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 처음으로 출판되는 모든 종류의 도서 및 모든 종류의 

연속간행물 과월 호, 그리고

  (b) 해당 도서 및 연속간행물의 모든 출판사

제5조(도서의 납본 요건)

  모든 출판사는 도서가 처음 발행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판사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도서를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a) 도서 한 권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권만 납본하며

  (b) 다른 경우에는

    (i) 총 발행 권수가 100권 이상일 경우 2권 납본하고

    (ii) 100권 이하일 겨우 1권 납본한다.

제6조(연속간행물의 납본 요건)

  모든 연속간행물 출판사는 도서가 처음 발행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출판사 비용으로 다음

과 같이 연속간행물을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a) 연속간행물 연간 구독비용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권만 납본하며,
  (b) 다른 경우에는

    (i) 호 별 총 발행 권수가 100권 이상일 경우 2권 납본하고

    (ii) 100권 이하일 경우 1권 납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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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요건에 적용되는 조건)

  (1) 도서가 양장본과 보급판 형태로 발행되었지만, 모든 측면에서 2가지 형태가 동일한 경우, 
제5조에 의거하여 양장본 형태만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한다.

  (2) 도서나 연속간행물이 2개 이상의 언어로 발행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각 

언어 판에서 요구되는 납본 권수를 국립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연속간행물의 호 별 납본 권수는 제6조에 의거하여 국립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본 고시에 의거한 납본자료 송부)

  제5조에 의거한 도서 및 제6조에 의거한 연속간행물은 출판사 자비로 웰링턴 사서함 12 340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납본처로 송부해야 한다.

 
웰링턴, 2004년 5월 18일 

마리안 홉스(Marian Hobbs) 국립도서관 주무 장관

주해

  주해는 본 고시의 일부가 아니며, 일반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 고시는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2003년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제42조에 따르면,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A조 납본 요건은, 
마치 이 법이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본 고시가 효력을 가지는 한 계속 적용된다.

  본 고시는 정의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처음 출판된 도서와 연속간행물에 관련된 

것이다.

  본 고시에서는 도서와 연속간행물 1부 이상을 도서가격, 연속간행물 구독료, 발행부수에 따

라 국립도서관에 납본할 것을 명시한다. 양장본 및 보급판 출간된 도서의 경우는 양장본만 납본

한다. 2개 이상의 언어로 도서가 발행된 경우 각 언어 별로 납본 부수를 알려야 한다. 연속간행

물은 호별 납본 부수를 알려야 한다. 

  출판사는 이 고시에 의거하여 도서 및 정기간행물 납본 부수만큼 국립도서관장에게 자비로 

납본할 의무가 있다. 

  관보 고시일 2004년 5월 20일
  본 고시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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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령]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제4부

국립도서관에 대한 공공 문헌자료의 납본 

제29조 이 부와 관련된 해석

  (1) 이 부에서 다른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권한이란 인터넷 문헌과 관련하여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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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되는 공공 문헌을 의미하며 인터넷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인터넷 문헌은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인터넷상으로 출판된 

공공의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사본제작은 인터넷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제4부에 따라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할 목적으

로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헌자료의 복사, 
저장 또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쇄업자는 어떠한 인쇄된 공공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인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공공 문헌자료는 다음의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a) 문헌자료를 공공적으로 수집하거나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

든, 하나 이상의 사본이 

      (i) 공중에게 발행되는 것.; 또는

      (ii) 요청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또는

      (iii) 인터넷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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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주된 사업장이 뉴질랜드를 소재지로 하는 개인에 의해서 뉴질랜드 밖에서 위

탁하여 인쇄 및 생산된 문헌자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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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 종류의 문헌자료; 그러나

    (d)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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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예를 들면, ISBN이나 ISSN 번호를 가

지고 있는 공공 기록물)을 제외하고, [2005년 공공기록법] 제4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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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과 형식에 일치하는 문헌자료의 재 인쇄.

  출판은 공중의 구성원들에 의해 문헌자료의 수집이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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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되

는 또는 요청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되는 문헌자료의 사본을 뉴질랜드에서 생산하

는 개인 또는 뉴질랜드 밖에서 생산을 위임받은 개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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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납본은 제31조 (1)항에 의해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납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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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이용하는 제한, 혹은 요금이나 가격 지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기
술적 또는 기계적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b) 공공 문헌자료에서 기록하거나 요구하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의 문헌자료는 특정 시기의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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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공의 문헌자료로 간주된다. 

제30조 이 부(部)의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전하여, 어떠한 적절한 조건에 의하여 뉴

질랜드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31조 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고시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하여, 공공 문헌자료(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를 출판하는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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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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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만일 문헌자료가 전자적 문헌이라면 그 문헌자료를 포함하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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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1)항에서 언급된 공공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a) 문헌자료의 최초 출판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또는 만약 있

다면 고시에서 정한 보다 긴 기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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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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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조건에 따라 인터넷 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 문헌에 대해, 언제든지 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 
  (4) 장관은 관보고시로 전(1)항이나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사항을 수정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제32조 납본조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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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날로서, 납본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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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c) 제31조 (1)항에 고시된 납본조건의 경우에, 납본이 해당 공공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자에게 적용되는지 또는 해당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특정 종류의 출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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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한 납본조건은, 1965년 법이 이 법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다면, 전(1)항 (a)에서 정한 

3개월의 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3조 문헌 자료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국가사서를 지원하는 출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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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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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요구를 받은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합당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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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문헌자료의 이용  
  (1) 이 조항에서 납본된 문헌자료란, 납본규정에 따라 한 부 이상의 사본이 국가사서에

게 제공되어 왔던, 또는 국가사서에 의해 만들어졌던 공공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2)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사서와 모든 고용인, 계약자 또는 국립도서관

의 대행인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자적인 형태로 소유하거나, 복사하거나 저

장할 수 있고, 납본된 문헌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이용할 수 있다. 
  (3) 국가사서는 납본된 문헌자료의 3부 이내를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국립도서관의 구

내이든, 그 밖의 지역이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4)항이나 출판자의 동의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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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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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공중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문헌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2)항에서 (4)항까지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은 모든 납본 문헌자

료에 적용된다.

제35조 규정으로서 납본의 지위

  납본은 ‘1989년 불허법령’에 따른 규정이다.

제36조 상의

  (1) 장관은 납본을 고시하기 전에, 제안된 납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출판자나 출판

자의 대표들에게 제31조 2항 (b)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기간에 대하여 상의해야 한다.
  (2) 전(1)항은 만일 1965년 국립도서관법이 2003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

다면,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조A가 적용되었던 도서와 관련한 납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 문헌자료의 사본

  납본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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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뉴질랜드에서 출판된 문헌자료의 최량의 사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8조 납본 면제

  (1) 납본은 관보고시에 의해 장관에게, 이 납본에서 정해진 기준을 근거로 공공의 문헌자

료나 특정 종류 공공의 문헌자료를 납본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장관은 만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관보고시에 의해 납본으로부터 공공의 

문헌자료 또는 특정 종류의 공공 문헌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a) 만일 납본이 장관에게 납본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도록 허가한다면; 그리고

    (b) 서면상의 면제신청이 장관에게 제출된다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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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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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다.

제39조 납본에 따르는 의무

  (1) 납본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해당 납본에 응해야 한다.
  (2)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그 납본에 따라 국가사

서가 해당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만일 출판자명이 인쇄된 공공의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해당 문헌의 인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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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그 인쇄인은 출판자로서 납본에 응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b) 인쇄인이 납본에 응한다면, 인쇄인은 출판자로부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자

격이 주어진다. 

제40조 위반과 벌금

  합당한 이유 없이 제39조 준수를 위반하는 출판자 또는 인쇄인은 약식판결에 의해 

$5,000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1조 유보

  (1) 제46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립도서관법의 제30조A는, (1965년 법의 제30조
A에서 정의된 대로) 서적의 출판일이 이법의 개시 전일이라면, 해당 도서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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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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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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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후의 날짜라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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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국가사서의 제한 받지 않는 기타 권한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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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Introduction to Legal Deposit. 

<http://www.natlib.govt.nz/services/legal-deposit-donations/legal-deposit-intro>
  2)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 

<http://www.natlib.govt.nz/catalogues/library-documents/legal-deposit-code-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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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4｣
- 오프라인 전자문헌 납본요건을 상세 규정

뉴질랜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기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은, 

인쇄된 공공문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로 유통되는 전자문헌, 인터넷으로 유통

되는 인터넷문헌 등을 수집하여 오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전자문헌 납본고시는 

유형의 고착물인 CD, DVD 등 전기적 또는 광학적 매체와 저장장치로 유통되는 전자

문헌에 대한 납본요강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제31조에 의하면, 장관은 인쇄문헌 또는 전자문헌 등 공공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출판업자에게 정해진 수의 사본을 20일 이내 국립도서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에게는 인터넷 문헌으로 생산되는 공공

문헌자료에 대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납본업무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여 관보로 고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본 고시에서는 모든 오프라인 문헌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해당 문헌 2부씩을 납본

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오프라인 문헌이 2개 국어 이상으로 출판되는 경우 출판자는 

각각의 언어별로 규정 납본권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업무자료로 

제작한 경우이거나 장기보존용 아카이브에 보존되는 오프라인 문헌 등은 납본 대상

에서 제외되고, 가격이 1,000달러가 넘거나 연간구독비용 3,000달러가 넘는 경우는 1

부만 납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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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도서관은 공공 문헌자료로서 웹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문헌에 대해

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2005년부터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존목적의 웹아카이빙으로 인터넷 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

여 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웹사이트 자료를 선정 ‧ 복사 ‧ 보존하는 웹하

베스팅(Web Harvesting)을 통하여, 국립도서관은 .nz 도메인을 쓰는 자국의 웹사이트

에 대한 정기적 웹아카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웹아카이빙 자원은 주로 정부기구

와 정당 및 정치기구, 지방자치단체, 원주민자료, 민속음악, 스포츠 및 예술 활동 등의 

분야에서 보존목적을 우선하여 선정되며, 일정기간 공중의 이용이 제한된다.

국립도서관은 인터넷 문헌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웹에서 제공되는 

온라인납본도구를 이용하든지,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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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도서관 주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표제)

  본 고시는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으로 한다.

제2조(시행)

  본 고시는 관보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된다.

제3조(해석)

  본 고시에서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법은 ｢2003년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문헌은 인터넷 문헌이 아닌 전자 문헌을 의미하며, 다음의 수단으로 저장 또는 사용되

는 전자문헌을 포함한다. -
  (a) 자기 매체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 하드드라이브,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b) 광학 매체

  (c) 전자적 저장장치 (예를 들어 범용직렬버스장치(USB) 또는 메모리 카드)

광학 매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콤팩트디스크(CD)와 그 이형(異形)
  (b) 디지털다목적디스크(DVD)와 그 이형

출판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오프라인 문헌의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이나 요금 지불 등과 같이) 공중이 문헌을 입수하

는 데 제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공문헌을 발간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공중

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문헌의 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인터넷 문헌의 경우, 문헌에 대한 접근 제한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문헌을 공공적으로 인

터넷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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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 고시의 적용)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 문헌과 이를 발행하는 출판

사에게 적용된다.

제5조(오프라인문헌 납본요건)

  모든 오프라인 문헌 출판사는 문헌이 처음 출판된 후 20일 내 다음과 같이 문헌 1부 이상을 

출판사 비용으로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a)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 매체 또는 장치 2개
  (b) 다음 경우에는 1개만 납본한다. -
    (i) 단일 문헌 자체로 가격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ii) 문헌의 연간 구독 비용이 3,000달러가 넘는 경우

제6조(납본적용 조건)

  오프라인 문헌이 2개 이상 언어로 출판되는 경우, 제5조에서 요구되는 납본부수를 각 언어 

본마다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제7조(납본자료 송부)

  제5조에서 요구되는 납본문헌은 출판사 자비로 웰링턴 사서함 12340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납본처로 송부해야 한다.

제8조(인터넷문헌의 사본제작 권한)

  국립도서관장은 모든 인터넷 문헌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예외)

  (1) 장관은, 관보 고시를 통해, 일부 전자문헌 및 특정 종류의 전자문헌을 본 고시 조항의 적

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음 기준 중 한 개 이상 부합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a) 정부 업무 거래를 목적으로 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으로서 정부 직원이 제작한 

문서

    (b) 장기보존 및 공공문헌 접근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카이브에 보관된 문서

웰링턴, 2006년 5월 2일

국립도서관 주무장관 주디스 티저드(Judith T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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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주해는 이 고시의 일부가 아니며, 일반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 고시는 2004년 8월 16일에서 10월 18일, 그리고 2005년 11월 28일에서 12월 24일간 출판사

와의 협의기간을 거친 후 관보 고시일 이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고시는 오프라인 문헌과 출판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제4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효력 발생일 이후 출판된 모든 종류의 전자문헌 및 이 문헌의 출판

사에게 적용된다. 

  제5조에 따르면 출판사는 오프라인 문헌이 처음 발행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납본해야 한다.
  o 문헌이 담겨있는 매체 또는 장치 2개
  o 단일 문헌 자체로 가격이 1,000달러가 넘거나 문헌의 연간 구독 비용이 3,000달러가 넘을 

경우 1개를 납본한다.

  만일 오프라인 문헌이 2개 이상 언어로 출판될 경우, 출판하는 각 언어 별로 해당 납본 권수

만큼 납본해야 한다.(6조)

  제7조는 오프라인 문헌을 국립도서관장에게 송부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제8조는 국립도서관장에게 인터넷 문헌에 대한 사본 제작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는 관보 고시를 통해 장관이 일부 전자문헌 및 특정 종류의 전자문헌을 전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989년 법령 및 조례 출판법｣에 의해 발한다.

  관보 고시일 2006년 5월 11일
  이 고시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집행한다.

  웰링턴, 뉴질랜드: 2006년 뉴질랜드 정부 하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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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령]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제4부

국립도서관에 대한 공공 문헌자료의 납본 

제29조 이 부와 관련된 해석

  (1) 이 부에서 다른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권한이란 인터넷 문헌과 관련하여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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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되는 공공 문헌을 의미하며 인터넷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인터넷 문헌은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인터넷상으로 출판된 

공공의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사본제작은 인터넷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제4부에 따라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할 목적으

로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헌자료의 복사, 
저장 또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포

함한다.
  인쇄업자는 어떠한 인쇄된 공공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인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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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사본이 

    (i) 공중에게 발행되는 것.; 또는

    (ii) 요청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또는

    (iii) 인터넷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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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급된 종류의 문헌자료; 그러나

  (d)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i)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예를 들면, ISBN이나 ISSN 번호를 가지

고 있는 공공 기록물)을 제외하고, [2005년 공공기록법] 제4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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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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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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또는 뉴질랜드 밖에서 생산을 위임받은 개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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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납본은 제31조 (1)항에 의해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납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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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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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기계적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b) 공공 문헌자료에서 기록하거나 요구하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의 문헌자료는 특정 시기의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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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공의 문헌자료로 간주된다. 

제30조 이 부(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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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랜드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31조 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고시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하여, 공공 문헌자료(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를 출판하는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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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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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만일 문헌자료가 전자적 문헌이라면 그 문헌자료를 포함하는 매체

  (2) 전(1)항에서 언급된 공공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a) 문헌자료의 최초 출판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또는 만약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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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고시에서 정한 보다 긴 기간).; 그리고

    (b)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또
는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장관은 관보고시에 의해, 출판형태, 공공적 접근 혹은 고시에서 정한 기타사항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인터넷 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 문헌에 대해, 언제든지 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 
  (4) 장관은 관보고시로 전(1)항이나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사항을 수정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제32조 납본조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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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날로서, 납본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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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c) 제31조 (1)항에 고시된 납본조건의 경우에, 납본이 해당 공공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자에게 적용되는지 또는 해당 문헌자료를 출판하는 특정 종류의 출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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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한 납본조건은, 1965년 법이 이 법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다면, 전(1)항 (a)에서 정한 

3개월의 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3조 문헌 자료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국가사서를 지원하는 출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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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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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요구를 받은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합당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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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문헌자료의 이용  

  (1) 이 조항에서 납본된 문헌자료란, 납본규정에 따라 한 부 이상의 사본이 국가사서에

게 제공되어 왔던, 또는 국가사서에 의해 만들어졌던 공공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2)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사서와 모든 고용인, 계약자 또는 국립도서관

의 대행인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자적인 형태로 소유하거나, 복사하거나 저

장할 수 있고, 납본된 문헌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이용할 수 있다. 
  (3) 국가사서는 납본된 문헌자료의 3부 이내를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국립도서관의 구

내이든, 그 밖의 지역이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4)항이나 출판자의 동의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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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다면, 국가사서는 (3)항에 의해 허락된 방식으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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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공중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해당 문헌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2)항에서 (4)항까지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은 모든 납본 문헌자료

에 적용된다.

제35조 규정으로서 납본의 지위

  납본은 ‘1989년 불허법령’에 따른 규정이다.

제36조 상의

  (1) 장관은 납본을 고시하기 전에, 제안된 납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출판자나 출판

자의 대표들에게 제31조 2항 (b)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기간에 대하여 상의해야 한다.
  (2) 전(1)항은 만일 1965년 국립도서관법이 2003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

다면,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0조A가 적용되었던 도서와 관련한 납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 문헌자료의 사본

  납본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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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뉴질랜드에서 출판된 문헌자료의 최량의 사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8조 납본 면제

  (1) 납본은 관보고시에 의해 장관에게, 이 납본에서 정해진 기준을 근거로 공공의 문헌자

료나 특정 종류 공공의 문헌자료를 납본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장관은 만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관보고시에 의해 납본으로부터 공공의 

문헌자료 또는 특정 종류의 공공 문헌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a) 만일 납본이 장관에게 납본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도록 허가한다면; 그리고

    (b) 서면상의 면제신청이 장관에게 제출된다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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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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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다.

제39조 납본에 따르는 의무

  (1) 납본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해당 납본에 응해야 한다.
  (2)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납본이 적용되는 출판자는, 그 납본에 따라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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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그 인쇄인은 출판자로서 납본에 응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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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쇄인이 납본에 응한다면, 인쇄인은 출판자로부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자

격이 주어진다. 

제40조 위반과 벌금

  합당한 이유 없이 제39조 준수를 위반하는 출판자 또는 인쇄인은 약식판결에 의해 

$5,000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1조 유보

  (1) 제46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립도서관법의 제30조A는, (1965년 법의 제30조
A에서 정의된 대로) 서적의 출판일이 이법의 개시 전일이라면, 해당 도서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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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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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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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후의 날짜라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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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국가사서의 제한 받지 않는 기타 권한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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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Introduction to Legal Deposit. 

<http://www.natlib.govt.nz/services/legal-deposit-donations/legal-deposit-intro>
  2)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 

<http://www.natlib.govt.nz/catalogues/library-documents/legal-deposit-code-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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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덴마크 ｢통합 공공대출권 보상법 2000｣
- 국립도서관이 보상집행을 담당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이란 공공도서관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대출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포괄적 보상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

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빌려 주는 대여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무료로 

빌려주는 대출을 공공대출권이라 구분하고 간략히 공대권(PLR)이라고도 부른다.

공대권의 기본적 동기는 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로 인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출판물의 판매 감소에 따른 저작자의 인세수입의 감소를 보상

함으로써, 자국 저작자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

공도서관 대출서비스 실적에 준하여 저작자들에게 대여권 보상을 실시하되, 보상금

의 재원은 대부분 국가의 문화사업예산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기초로 하여 마

련된다.

유럽의 경우 회원국간 대여 및 대출에 관한 입법 환경의 차이를 ‘1992년 유럽연합 

회원국 대여권 지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공공대출권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1947), 스웨덴(1954), 핀란드(1963) 등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공대권제도는 독일(1972), 영국(1982) 등으로 번져나가, 현재는 스페인

(2007), 프랑스(2006), 이태리(2006), 헝가리(2008), 체코(2006) 등 남부 및 동부 유럽국

가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덴마크 ｢통합 공공대출권 보상법 2000｣ ∥ 41

2005년 4월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발표한 공공대출권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은, 

공공대출로 인한 저작물의 판매수익 감소에 대한 공대권의 논리적 근거가 불확실하

다고 주장하고, 도서관대출에 대한 대여권 보상제도 도입은 공공도서관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접근기회를 위협하고, 시민사회 정보서비스의 민주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대여권 보상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덴마크는 1947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공대출권 제도를 실시한 국가로서, 2009년 

현재 공대권 보상금의 규모는 연간 약 325억원(158,300,000-DKK) 정도로서 보상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법에 포함되어 마련되고, 보상집행은 국립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다. 

공공대출권의 보상대상은 덴마크어로 출판된 도서의 작가, 외국저작물을 덴마크어

로 의역 ‧ 개작한 번역가를 우선하고, 해당 저작물의 일러스트레이터, 시각예술가, 사

진작가, 작곡가 등을 포함한다. 다만 출판물 생산에 기여한 이들이라도 고용계약 조건

에 의한 창작일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공대권 보

상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 동거한 생존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에게 보상

금의 승계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대출권 제도는 대여권 보상의 척도를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자국어 창작물의 대출이용을 보상함으로써, 자국어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진흥 사업 의미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덴마크 공대

권 제도의 보상내용 역시 자국어 창작물 보호를 통한 자국문화진흥의 성격이 큰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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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통합 공공대출권 보상법 2000｣
- 2000년 1월 11일 법령 제21호

  공공 대출 대출권 보상법(Act on Public Lending Right Remuneration), 1999년 3월 10일 제134호 

통합법령(Consolidated Act No. 134 of March 10, 1999) 참조는 1998년 12월 23일 제1021호 법령

(Act No. 1021 of December 23, 1998)의 1조 1-3호 및 5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공포되었다. 
(1998년 12월 23일 제1012호 법령이 발효된 결과로, 1조 1-3호 및 5호에 의한 개정은 1999년 

3월 10일 제134호 통합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조 공공대출권 보상에 대한 연간 지출은 재정법에 포함된다. 보상은 이 법의 규칙에 따라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책의 작가, 번역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제공된

다. 

제2조 (1) 다음은 이 법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다.
    1) 덴마크어로 출판된 도서의 작가로서 그 작품이 번역본이거나 외국어로 쓰여 진 책의 새

로운 버전, 의역, 개작인 경우는 제외된다. 
    2) 외국어로 쓰여 진 책을 덴마크어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거나 의역, 개작한 번역가 등

3) 작품이 1)에 언급된 도서에 포함되거나, 덴마크에서 도서 형태로 개별적으로 출판한 일

러스트레이터, 시각 예술가, 사직작가, 작곡가

4) 국립 도서관 당국에 자신의 작품은 외국어로 쓰여 진 책을 덴마크어로 번역, 새 버전, 
의역, 개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거 서류를 보낸 일러스트레이터

5) 1)과 3)에 언급된 도서에 기여한 자로서 자신이 그 도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 

서류를 국립 도서관 당국에 보낸 경우. 그러나 편집업무를 포함한 고용 계약 조건하에

서 이루어진 기여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
  (2) (1)도 마찬가지로 음성 테이프 등에 녹음된 문학작품에 적용된다. 문화부 장관은 (1)이 또

한 문학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생산물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1) 만일 2조에 언급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공공대출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존한 배우자

    2) 이혼한 배우자로서 최소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고 배우자가 생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이혼 당시 합의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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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 당시 자격을 갖춘 동거인이 생존해 있을 경우로, 동거 기간은 최소 5년이어야 함

    4)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18세 이하의 자녀

  (2)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이 사망 후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은 인원 수 

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제공된다.
  (3) (1), (2)와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자는 제2조에서 언급된 자가 받게 되는 보상의 절반만 

받게 된다.

제4조 (1) 제2조 및 제3조에 준하여 자격 있는 이의 보상은 도서관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출판물

(책)당 페이지 수와 대출 단위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음성 테이프 등에 적용되는 기준은 페이

지 수 대신에 녹음 시간(분)이다.
  (2) 제2조 (1)항 2)호에 준하여 자격 있는 자는 보상의 1/3만 받게 된다. 제2조 (1)항 5)호에 

준하여 자격 있는 자는 보상의 2/3만 받게 된다.
  (3) (1)항 및 (2)항에 준거한 1999년 공공대출권 보상으로부터 자격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

이 지급된다.
1) 최대 30만 덴마크 크로네 까지는 삭감 없이 지급

2) 30만 초과 - 최대 40만 덴마크 크로네 까지는 금액의 2/3 지급

3) 40만 초과  최대 50만 덴마크 크로네 까지는 금액의 1/2 지급

4) 50만 덴마크 크로네 초과 시 금액의 1/3 지급

  (4) (3)항에 제시된 기준은 보상조정율법(Act on a Remuneration adjustment Rate)을 참조하여, 
보상조정율에 의하여 연간 조정의 대상이 된다. 

  (5) 초등학교 도서관 대출단위와 관련하여 (1)항 및 (2)항에 제시된 대로 도서관 별 출판물 

하나 당 처음 15권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제공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의 1/3만 

제공된다. 
  (6) 문화부 장관은 (1)항에 준하는 보상지급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일

정 한도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제2조에 언급된 특정 종류의 도서 및 이러한 도서

에 대한 기여가 어떠한 보상자격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5조 (1) 공공대출권 보상은 공공도서관, 초등학교도서관, 덴마크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의 보

고서를 기반으로 이러한 도서관장서가 기계가독형태로 등록되어 있고, 보고서가 보상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제공된다.
  (2) 문화부장관은 도서관이 사용하는 보고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1) 국립 도서관 당국은 공공대출권 보상 집행을 담당한다.
  (2) 이 법의 제1조에서 제5조까지에 준한 공공 대출권 보상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회계연도 10월 15일 까지 국립 도서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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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국립 도서관 당국이 정한 결정은 문화부 장관이 설립한 항소 위

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 행정적 결정을 내린다. 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한다. 

제8조 (1)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덴마크에서 공표된 축음기 레코드, 음성 테이프 및 기타 음성 

자료의 작곡가, 작사가, 행위 예술가에 대한 적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연간 수당은 재정법에 

포함된다. 
  (2) 문화부 장관은 수당금액 제공을 위한 상세 규칙을 정하며, 이 규칙에서 그 금액은 장관이 

설립한 위원회가 제공하며, 위원회가 최종 행정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할 수 있다.

제9조 (1) 덴마크에서 공표된 원작품, 슬라이드 시리즈, 그림, 사진, 포스터를 통해 도서관을 대

표하는 시각 예술가에 대한 적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연간 수당은 재정법에 포함된다.  
  (2) 문화부 장관은 수당금액 배분을 위한 상세 규칙을 정하며, 이 규칙에서 그 금액은 장관이 

설립한 위원회가 배분하며, 위원회가 최종 행정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부 장관은 다른 국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상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 법은 1992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1989년 6월 23일 제455호 통합법령을 참고한 공공 대출권 보상법은 폐지되었다. 

제13조 이 법은 패로제도 및 그린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규정관련 다양한 법 조항(Various Legal Provisions concerning Regulation of Transfer) 등
(개정된 조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1993년 6월 30일 제449호 법령의 7조는 제4조 (5)항의 2번
째 문장을 개정하였다. 이 조항은 1996년 12월 26일 제1206호 법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공공 대출권 보상법(지불한도 및 리뷰 시간제한)을 개정하기 위한 1996년 12월 27일 제1206
호 법령은 제3조 (4)항을 폐지하고 제4조 및 제11조 (2)항을 개정했다.
  이 법은 발효사항으로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제2조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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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대출권 보상법(공공 대출권 보상 지급에 대한 등급별 기준, 학교 도서관 장서 보고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1998년 12월 23일 제1021호 법령은 제2조 및 제4조, 제5조 (1)항을 개정하

고 제11조 (2)항을 폐지했다.

  이 법은 발효사항으로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제2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그러나 제1조, 1항~3항(본 법령의 제2조 1항 3호~5호), 
5항(본 법령의 제4조 2항 2번째 문장)은 2000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2000년 1월 11일 문화부.

[참고자료]
  1) PLR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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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LR International. <http://www.plr.uk.com/allaboutplr/plrInternational.htm>
  3) The Royal Library. <http://www.kb.dk/en/kb/kontakt/>





❚ 주요국 도서관법 _ 5

            ｢대통령도서관법 1986｣
     

    

     

    

 미 국

 미
 
 
 
 
 
 
 국



4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 미국

미국 ｢대통령도서관법 1986｣
- 민간 건립 후 국가에 기탁하는 운영방식

  미국 대통령도서관은 제32대 루스벨트대통령이 1940년 자신의 대통령도서관 운영

을 당시 국립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에 기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루스벨트대통

령은 1934년 국립기록관을 설립하고, 자신의 대통령 재직 시 기록을 별도 보존‧관리하

는 대통령도서관을 국립기록관이 맡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1950년대 퇴임한 트루먼대통령과 아이젠하워대통령도 자신들의 대통령도서

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희망하였고, 1955년 미국 의회는 퇴임대통령을 기념하여 민간

에서 지지자들에 의해 설립되는 대통령도서관을 국립기록관에서 기탁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민관협력의 

운영모델로서, 퇴임대통령이 소장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물의 자발적 기증을 독려하

고, 대통령기록물의 항구적 보존을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자유

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통령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규정하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보존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된다. 대개 대통령 퇴임과 동시

에 퇴직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보존소 및 박물관 등의 기능을 포함

하는 대통령도서관을 건립하여, 이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기탁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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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서관은 전임 대통령의 개인적 유품과 기록물을 통하여 대통령개인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해당시기 역사적 진실을 생생하게 재연하

고 시민‧ 학생들에게 미국역사의 진수를 전달하는 역사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통합

과 미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NARA 예산의 16%를 차지하는 대통령기록관 방문자가 NARA 전체 방문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대통령도서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공공적 임무의 중요성을 명

확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항으로 주목된다. 

  초기 대통령도서관은 지지자들에 의해 대통령의 출신고향에 지어지는 것이 관례이

었으나, 최근에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던 활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바

뀌고 있으며, 특히 출신대학에 건립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NARA는 전국 13개 대통

령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연방정부 운영예산이 모두 63,944,000달러(현재 $당1,200원 

기준 약7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1관당 약 60억원에 이르는 지원

규모로서, 2008년도 국내 공공도서관 평균예산 7억5천만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운영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도서관 개관일 소재지

 Hoover Library  1962.  8. 10  West Branch, Iowa
 Roosevelt Library  1940.  7.  4  Hide Park, New York
 Truman Library  1957.  7.  6  Independence, Missouri
 Eisenhower Library  1962.  5.  1  Abilene, Kansas
 Kennedy Library  1979. 10. 20  Boston, Massachusetts
 Johnson Library  1971.  5. 22  Austin, Texas
 Nixon Library  1990.  7. 19  College Park, Maryland
 Ford Library  1981.  4. 27  Ann Arbor, Michigan
 Carter Library  1991. 11.  4  Atlanta, Georgia
 Reagan Library  1991. 11.  4  Simi Valley, California
 Bush(I) Library  1997. 11.  6  College Station, Texas
 Clinton Library  2004. 11. 18  Little Rock, Arkansas
 Bush(II) Library  임시운영 중  Lewisville,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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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관련법령으로는,  

｢대통령도서관법｣(The Presidential Libraries Act(PLA), 44 U.S.C. §§ 2111 & 2112)과 후

속 수정입법인 ｢대통령기록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PRA), 44 U.S.C. §§ 

2201-2207) 등을 들 수 있다.

  1986년 개정 ｢대통령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연계한 개인 기부의 상세한 

지침을 규정하여, 대통령도서관의 운영재원 마련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법령에서

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이러한 기부금을 도서관 유지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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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서관법 1986｣

  1986.1.21(화) 워싱턴 시에서 개최된 제99회 미합중국 의회 2차 개회에서 처리된 하원 제1349
호, 공공법령 제99-323호

  본 법령은 대통령도서관의 운영비용 절감과 기타 목적을 위해, 미국의회의 상원 및 하원에 

의해, “1986년 대통령도서관법”으로 제정되었다. 

연구 및 박물관 시설

제2조 미합중국 법령 제44장 제2102조 제1항은, 세미콜론 앞에 콤마와 “그리고 이 장에 연구 

및 박물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되었다. 

대통령기록물보존소

제3조 (a) 미합중국 법령 제44장 제2112조 (a)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a) (1) 기록관장이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다음을 행한다.

  “(A)(i) 대통령기록보존소를 창설할 목적으로 미국에 기부된 부지, 시설 및 설비를 미국의 

이름으로, 미국을 위하여 수락할 것이다; 
   “(ⅱ)미국을 대표하여 토지,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인수할 것이다; 그리고

   “(ⅲ) 대통령기록보존소로서 그리고 국가기록체제의 일부로서, 해당 부지 ‧ 시설 ‧ 설비를 

유지 ‧ 운영 ‧ 보호할 것이다;
  “(B)(i) 기록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미국으로 소유권을 전환하지 않고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부지 ‧ 시설 ‧ 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 ‧ 정치집

단 ‧ 대학 ‧ 고등교육기관 ‧ 연구소 및 재단법인 등과 협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ⅱ) 국가기록체제의 일부로서 보존소를 유지 ‧ 운영 ‧ 보호할 것이다; 
  “(C) 대통령기록보존소의 물리적 혹은 유형적 변경이나 확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부를 

미국의 이름으로, 미국을 위하여 수락 할 것이다. 
 “(2) 기록관장은 다음과 같은 보존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보존소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 및 설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해당 보존소는 (A) 본 장의 제22절에 따른 대통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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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본 장의 제2111조에 의한 보존이 허용된 문서 및 기타 역사적 자료 등을 보존하고, 
(B) 적절한 연구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1986 대통령도서관법

 “(3) 앞에서 언급한 단락의 해당 조항의 (B)에 따라 부지,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수용하거나, 
대통령기록보존소를 설립 혹은 인수하기 위한 기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기록관장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소유권의 전환 없이 제공되거나 증여로 제공되는 부지‧ 시설 및 설비의 기재;
  “(B) 본 조의 (g)항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보존소에 대한 기부금의 총액 및 제시된 보존소의 

총 예상 경비에 대한 세부명세;
  “(C) 만약 있다면, 제시된 협약조건의 명세;
  “(D) 설치되는 보존소에 기탁될 서류‧ 문서 또는 기타 사료 등의 유형에 대한 일반 기재사항

과 제시된 납본의 조건에 대한 일반 기재사항;
  “(E) 보존소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가적 개선 및 설비에 대한 명세, 해당 개선 및 

설비 비용에 대한 견적, 그리고 연방기관이나 주정부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비용의 

규모에 대한 명세;
  “(F) 보존소를 유지‧ 운영‧ 보호하는데 있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연간 총 비용에 대한 견적; 

및 

  “(G) 본 조의 (2)항에 따라 기록관장이 공표한 기준에 따른 (기부이든, 소유권의 전환 없이 

이용 가능한 것이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인

 “(4) 대통령기록보존소의 물질적․ 물리적 변경이나 확장을 위해 (1)항의 (C)호에 따라 기부를 

수용하기에 앞서, 혹은 해당 변경이나 증축에 요구되는 법적조항을 이행하기에 앞서, 기록

관장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제시된 변경이나 증축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해당 기부에 대한 명세;
  “(B) 제시된 물리적․ 물질적 변경이나 확장에 대한 전체 예상비용, 그리고 해당 변경이나 확장

을 위해, 이 조항 (g)항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보존소 기탁기금의 총액 등에 대한 상세명세;
  “(C) 제시된 변경이나 확장의 목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변경이나 확장의 결과로 보존소

에 납본되는 서류‧ 문서 또는 사료에 대한 일반적 명세;
  “(D) 해당 변경이나 확장과 관련하여 보존소의 추가적 개선이나 설비에 대한 명세; 
  “(E) 해당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보존소의 유지‧ 운영 및 보호를 위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전체 연간비용에서 증가액의 산정; 및
  “(F) 해당 변경이나 확장 후에, 본 항 (2)절에 따라 기록관장이 공표한 기준에 상응하는 것으

로서, 보존소 및 보존소 설비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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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록관장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
  "(A) 대통령기록보존소 설립을 위해 (1)항의 (A)호에 따른 부지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이나 부지를 수용할 수 없다.; 
  “(B)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설립이나 인수를 위해, 해당 단락의 (B)항에 의해 협약을 맺거나 여

타 다른 협약을 맺을 수 없다.; 혹은  

  “(C) 대통령기록보존소에 관한 본 항 (3)호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와, 경우에 따라, 해당 변

경이나 확장에 관한 본 항 (4)호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 등을 기록관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간의 회기 종료일 이전까지, 기록관장은 대통령보존소에 물리적 변경을 조성

할 목적으로 해당 조항의 (C)항에 따른 어떠한 기부도 수용할 수 없다.

(b) 미합중국 법령 제44장 제2112조 (g)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g)(1) 기록관장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유지

‧ 운영 ‧ 보호 혹은 개선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자산의 기부나 유증을 권유 또는 수용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보존소와 관련된 사료‧ 사본‧ 복본‧ 목록이나 기타 항목의 판매 혹은 수

수료를 포함하는 기부 및 유증은 국가기록신탁기금에 입금되어야 하고, 대통령기록보존소

의 개선을 위해 지출되거나 유지 ‧ 운영 ‧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관리를 포함하

여,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이익 및 권리를 위해 수용 ‧ 관리 ‧ 지출되어야 한다. 

 “(2) 기록관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1)호에 따라 받은 기부와 유증을 받아서, 각 대통령기록

보존소의 부지 ‧ 설비 및 시설의 유지를 위한 기부금과 구분된 신탁기금의 설립 용도로 제

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각 기부로 인한 수익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장에 

의한 기록보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3) 해당 보존소 관련 기부에 있어서, 본 항 (2)호에 따라 기탁유물이나 기증에 의해, 다음에 

상응하는 해당 부지 ‧ 시설 및 설비를 유지하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

단되면, 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보존소 설립을 목적으로 (a)항 (1)호 (A)목에 따른 모든 부지‧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수용하거나, 해당 항 (B)목에 따른 모든 토지‧ 시설‧ 설비의 사용협

약을 체결할 수 없다.
  “(A) 다음의 비용-
   “(i) 해당 시설의 획득이나 축조, 그리고 해당 설비의 획득이나 설치의 전체비용, 곱하기

   “(ⅱ) 20퍼센트; 더하기

  “(B)(i)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연방정부에 있다면, 다음의 비용-
    “(I)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부지의 취득비용, 혹은 기록관장과 기증자가 상호 협약한 해당 

부지의 가치에 대한 기타 측정치, 곱하기

    “(II) 20퍼센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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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부지 소유권이 연방정부에 있지 않다면, 다음의 비용-
    “(I) (해당 시설 및 설비 외에) 시설소재 부지의 모든 건조물의 기증자에 대한 총액, 곱하기

    “(II) 20퍼센트; 더하기

  “(C) 대통령기록보존소가 70,000 평방피트를 초과한다면, 다음에 상응하는 금액-
   “(i) 합계-
    “(I) (A)목 (i)에 명시된 전체비용; 더하기

    “(II) 경우에 따라, (B)목 (i)의 하위(I)이나 (II)에 명시된 전체 비용, 곱하기

   “(ii) 70,000평방피트를 초과하는 해당 보존소 부지를 70,000으로 나누어 얻는 비율.

 “(4) 대통령기록보존소에 대해 제시된 물리적․물질적 변경이나 확장이 시설운영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면, 기록관장은 해당 변경이나 확장을 목적으로 (1)의 하위(C)에 따른 어떠한 기부

도 수용할 수 없고, 해당 변경이나 확장을 위해 요구되는 어떠한 법률 규정도 이행할 수 

없다. 본 항 (2)호에 따른 기탁유물이나 기증 등 해당 보존소 관련 기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며, 해당 보존소의 부지 ‧ 시설 및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기록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역시 그러하다. 
  “(A) 다음 날짜에 해당 변경이나 확장이 해당 보존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항 (3)호 따라, 

해당 보존소 관련 기부에 있어서 기탁용으로 사용되도록 요구되었어야 할 금액,
   “(i) 기록관장이 (a)항 (1)호 (A)목에 따른 해당 보존소용 부지 시설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는 날

   “(ii) 경우에 따라, 관련 (B)목에 따른 해당 보존소의 설립을 위해 기록관장이 협약을 체결하

는 날; 빼기 1986 대통령도서관법

  (B) 본 항 (3)호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기록관장이 대당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을 양도 

받는 일자에, 해당 보존소 관련 기부에 있어서 기탁에 사용되도록 요구되었던 금액.”

적용가능성

제4조 미합중국 법령 제44장 제2112조 (g)항 (3)호와 (4)호(본 법령 제3조 (b)항에 의한 개정으로 

추가된)는 서류‧ 문서 및 기타 사료를 위한 보존소로 설치되는 대통령기록보존소, 그리고 

1985년 1월 20일자 또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모든 대통령에 관한 연방정

부 기록물 등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대통령박물관의 연구

제5조 (a) 미합중국 기록관장은 스미소니언 협회 사무국장 및 미국국회의사당기획위원회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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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통령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비용‧ 공간‧ 프로그램 등 관련 수요를 연구해야 한다.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당 연구는 비정부기금만으로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b) 각 연방정부 기관은 (a)항에서 요구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록관장과 협력해야 

한다. 
  (c) 미합중국 법령 제44장 제2106조에서 요구되는 재정연도 1986년도 연례보고서에서, 기록

관장은 (a)항에서 요구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기록관장의 모든 건의를 포함해야 한다.

  본 법안은 하원의장 토마스 오닐(Thomas O'Neil)과 상원 임시의장 스트롬 써몬드(Strom 
Thurmond)가 사명하였으며,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에 의해 1986년 5월 27일 

승인되었다. 

[참고자료]
  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index.html>
  2.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residential Libraries.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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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법｣
- 도서관서비스 증진을 위한 민간모금의 창구역할

  일리노이(Illinois) 주(州)는 미국 중북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 광활한 프레리 평원의 농업생산을 기초로 농가공업 ‧ 농기계 ‧ 식품가공업 등에서 

출발하여, 기계 ‧ 자동차 ‧ 정유 ‧ 제철 등 근대적 산업 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한 곳

이다.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일리노이주는 켈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

스주에 이어 네 번째로 공공도서관이 많은 지역으로, 주내 102개 카운티에서 800여개

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관종에 걸쳐 5,000여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일리노이도서관정보네트워크(ILLINET)’는, 관내 온라인통합검색과 상호대차는 

물론, 전자적 정보자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기회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도서

관협력시스템의 우수사례로도 유명하다.

  미국에서 도서관재단(Library Foundation)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예산지원과는 별

도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기부금 모금과 세금감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서, 지역 내 공공도서관서비스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공

도서관의 민간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재단은 주로 특정자료구입을 지원

하거나, 주말개관이나 야간연장서비스 도입지원, 소외계층 정보교육프로그램 지원, 

어린이독서활동 지원, 신규시설장비 도입지원 등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 증진을 필

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비정부 재원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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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부문화의 전통이 강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내세우는 민

간재단의 기금지원이 웬만한 나라의 정부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활발하고, 그중에는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tion)처럼 도서관활동에 기금을 

지원하는 민간재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민간재단의 기금 혜택을 

희망하는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미국 내 10만여 개 민간재단정보를 제공하는 재단센

터(foundation center)의 ‘온라인 재단명부(foundation directory online)’ 등에 대한 정보열

람을 통해, 관련 도서관지원기금에 대한 응모기회를 갖기도 한다.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주 내 모든 도서관의 서비

스프로그램 증진을 통하여 일리노이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령에 의하면, 주 국무

장관은 비영리법인법령에 따라 도서관재단을 설치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재단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리를 지

명하거나, 절차를 관장하는데 요구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은 연방정부나 산하기관 및 공무원 ‧ 개인 ‧ 기업 ‧ 법인 ‧ 민
간재단 등으로부터 기부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단사업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다만 재단에서 모은 기금은 주정부의 재정과 별도

로 관리인을 두고 운영되지만, 주정부 감사법의 회계감사 준수대상으로 규정되어, 재

단 재무지출의 책임자에게 엄격한 장부회계의 기록유지와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요

구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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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법 2004｣
- Illinois State Library Foundation Act(15 ILCS 321/)

제1조(약칭) 이 법은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법으로 칭한다.
 
제5조(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 창설) 주 국무장관은 ‘주 기관 설치법령(State Agency Entity 

Creation Act)’ 제10조에 따라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이라고 칭하는 비영리재단을 창설할 

권한이 있다. 주 국무장관은 재단 창설을 위해 ‘1986년 일반 비영리 법인법령(General Not For 
Profit Corporation Act)’에 따라 법인관련 정관 및 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은 상원

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재단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주 국무장관 또는 

그가 임명한 자는 직권 상 겸무하는 재단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재단 이사는 관련 활동으

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제10조(재단설립 목적) 재단설립 목적은 주 내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위한 프로그램 증진을 통

해 일리노이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주 차원에서 높이고, 이러한 목적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기증품을 제공하며,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법적인 노력에 통상 참여하는 것이

다. 재단은 1986년 일반 비영리법인법의 조항에서 제한하는 범위는 넘지 않는다. 

제15조(관리 선정 및 규칙) 재단이 창설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의를 갖고 다수결 표로 

의장, 서기 및 재단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관리를 조직, 지명한다. 주 국무장관은 

재단 절차를 관장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20조(재단이 모으는 자금) 재단은 연방 정부, 기관, 관리 또는 개인, 기업, 회사, 민간 재단으

로부터 기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에 의거하여 재단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

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재단이 모은 기금은 민간 펀드로 간주되고, 주 재정 

외의 적절한 계정에서 보관된다. 재단 재무담당자가 모든 재단 기금의 관리인이다. 재단의 

계정 및 장부는 회계 감사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구축 및 유지되고, 재단과 관리는 수령액 기

록 승인, 지불 승인, 제출 보고서의 적절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단은 그 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 주 국무장관실 직원으로부터 그들의 기능과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주 이사회, 위원회, 기관, 부처, 단체와 전적으로 협력한다. 
일리노이주립도서관재단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금은 일리노이주 감사법(Illinois State 
Auditing Act)에 따라 회계 감사관의 재무 및 준수 감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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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효력 발생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1) State of Illinois. <http://www.illnois.gov>
  2) Illinois General Assembly. <http://www.ilga.gov/legislaion/i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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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카탈루냐 ｢도서관서비스법｣
- 계층적 협력 체계로 규정 

카탈루냐는 바르셀로나를 수도로 하여 프랑스 남부와 맞닿은 스페인 북동부 지방

으로, 스페인 영토의 6.3%에 불과하지만 주민 수는 스페인 인구의 16%나 되는 713만

여 명(2006)에 이르고 있다.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강조하는 자치지역으로 주민의 부

분이 카탈루냐어를 사용한다.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사후 1978년 제정된 스페인 민주

헌법에 따라 일부 정치문화적인 자율성을 회복하였지만, 자치정부가 독립을 내세우

며 마드리드 중앙정부와 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명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

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축구더비는 스페인 내 지역갈등을 상징하는 스포츠경쟁으

로도 유명하다.

카탈루냐 지방의 도서관서비스 규모는 2008년 현재 공공도서관 400개관을 비롯하

여, 특수도서관 19개관, 학도서관 71개관, 전문도서관 328개관 등 모두 818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1관 당 서비스인구 17,800여명 수

준으로, 인구 5,000만여 명의 우리나라 2010년 공공도서관 703개관의 1관 당 서비스인

구 71,100여명의 4배 수준에 이르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도서관서비스법’에 따르면, ‘카탈루냐도서관’은 문

화부 산하 자율행정기구로서 자체의 목적을 위해 집행권한과 자산을 가지는 법인으

로 운영되고 있다. 카탈루냐도서관은 관리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문화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장관이 지명하는 관련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도서관의 연

간실행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카탈루냐 도서관서비스에 한 전반적인 지휘 감

독의 책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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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열람체계에 포함되어 자유로운 이용

과 접근을 제공하고, 문화부가 운영하는 통합목록에 참여하며, 문화부의 조사 ‧ 지도에 

협력하여야 한다.

카탈루냐 공공도서관열람체계는 농촌지역 중앙도서관, 도시중앙도서관, 지역도서

관, 부속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의 위계적 구조에 편입되어 각각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지역중앙도서관은 해당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한 조언과 

조정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중앙도서관은 자치 시 전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를 조정하고 조언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도서관은 인구 5,000 이상의 자

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상위 중앙도서관과 협력하고 공공독서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속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속도서관은 상급 도서관에 협

력하며 공공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도서관은 상급도서관의 지원으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공공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자치정부는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를 설치하여, 카탈루냐지방 공공도

서관서비스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정부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

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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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도서관서비스법｣

  - 카탈루냐 자치정부 관보 제1727호(1993.3.29)
  - 카탈루냐의 도서관시스템에 관한 법령, 1993년3월13일 제4호

  카탈루냐 자치정부 표

  나는 카탈루냐 의회가 본 법령을 승인하였음을 알리고, 왕의 이름으로 자치법령 제33조 제2
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

  1981년, 자치 정부 기관의 오랜 부재 이후에 생겨난 ‘도서관법’은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지금

까지 현행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되었고,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의 역할에 점진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코마르카(comarcas)로 

불리는 구역이 만들어져 자치 시와 함께 이 지역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카탈루냐 도서관의 경우에서처럼 형 문화 인프라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띠

기 위해 기관 협약을 통해 점차적으로 규정되었다. 도서관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카탈루냐의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전체 도서관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주 소유의 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해야 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이 고려되면서 1981년 도서관법을 고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렇게 필요한 문화 인프라 정비의 시발점이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 법은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의 개관으로 현재 새로운 전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이 요소들이 서로 관계되는 방식

에 해 도식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지학적 유산 

및 카탈루냐 도서관에 한 언급과 공공열람체계의 개발 및 구성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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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지학적 유산을 표현해주는 주요 요소이자 핵심으로서 카탈루냐 도서관을 들 수 있고, 카탈

루냐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 여러 기반의 서지자료 전체를 아우르는 단위로 구성되어있다. 
설립 목적은 서지자료 및 카탈루냐 언어와 관련 있는 다른 자료를 수집, 보존, 보급하고 카탈루

냐 전역에 걸친 카탈루냐 서지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카탈루냐 도서관은, 그러므로, 1835년 

한정 상속해제로 인한 유산의 저장소로서 지방의 공공 도서관을 포함하여 이러한 풍부한 유산

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센터를 명부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관련 측면을 발전시키는 일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카탈루냐 문화유

산 관련 특별법에서 좀더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카탈루냐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 인프라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1934년 카탈루냐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서비스 및 역사, 예술, 과학 유산법’을 통해 카탈루

냐자치정부 및 카탈루냐 연구소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는 책임이 있다.

  학 도서관도 학 도서관만의 특정 기능 수행을 통해 카탈루냐의 풍부한 서지 유산을 구성

하는 기본 요소로서 카탈루냐 도서관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는 특수 도서관 및 신문 아카이브 

센터에도 해당된다. 

III

  이 법에서 규정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인 공공 열람과 관련하여, 이 법은 다양한 행정체

계 하에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단일 공공 열람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결정하며 민간 네트워

크가 이 체계로 통합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러한 통합 노력은 공공 도서관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치 시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8/1987년 4월 15일, 카탈루냐 시 및 지방 체제에 관한 법에 따른 것으로서 이 법에서 시청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은 또한 각 구역에 의미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각 구역은 시청과 협력하여 작은 마을의 구역 도서관 및 공공 독서 서비스를 

관리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영토 조직 모델을 따라 공공 열람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서지학적 

지도와 도서관 분야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 문화적 진공상태를 채울 재무계획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올바르게 (업무를) 배치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여러 행정기관에 관리책임을 분배한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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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냐 자치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에 한 책임이, 시와 구역에는 공공 열람 체계에 한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공공 열람 체계를 위한 도서

관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은 각자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의 계획, 구축, 조직, 운영, 조정에 필요한 기반과 기본 

구조를 구축하고, 카탈루냐 시민이 독서하고, 공공 정보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2조(도서관의 개념)

  도서관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도서, 정기 간행물, 조판, 지도, 음성 녹음, 그림문서, 기타 서지 

자료, 필사본, 인쇄되거나 재생된 여러 형태의 것 등을 조직적으로 모아둔 곳으로, 그 목적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며, 정보, 연구, 교육, 오락적 목적으로, 적절한 기술적, 개
인적 수단을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제3조(장서의 개념) 

  장서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현행 도서

관 규정상 재무 규정에 의거하여 다루지 않는다. 장서의 정의와 보호는 역사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1)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설 도서관

    b) 역사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한 공공, 
사설 도서관 및 소장품

  2) 이 법의 지침은 명확하게 언급된 주 소유 도서관에 적용된다.

제5조(카탈루냐 도서관 체계)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는 카탈루냐에 존재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조직적인 집합체이다. 도서관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카탈루냐 국립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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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

    c) 학도서관, 학 외부에 있는 교육도서관, 특수도서관

제6조(서지 정보 접근)

1)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단일한 종합 목록에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도서관

의 서지 참조를 한데 모아야 한다. 
2)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1)에 언급된 종합 목록에 있는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 도서관은 규칙을 준수하고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

한 기술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제2부

카탈루냐도서관

제1장

제7조(정의)

1) 카탈루냐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다. 설립목적은 카탈루냐 서지 및 카탈루냐 언어 관련 자

료의 수집, 보존, 보급으로 정기, 비정기 출판물, 시각, 음성자료가 포함되며 어떤 지원이

나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도 각 자료당 두 개씩 수집해야 한다.  
2) 카탈루냐도서관은 서지 유산의 보존 및 보급을 관장해야 하며, 서지 유산에는 1)에 언급된 

자료 외에 역사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카탈루

냐에서 발견된 서지 자료를 포함한다. 
3) 카탈루냐도서관은 카탈루냐 문화에 한 최고의 서지 센터로서, 관련 수집을 통해 보편적

인 특성을 지닌 참고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센터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구조)

  카탈루냐도서관은 여러 기반의 자료 전체를 아우르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위는 각자

의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율권이 있다. 

제9조(기능)

1) 카탈루냐도서관은 각 단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카탈루냐 전역에서 수행한다. 
  a) 카탈루냐에서 출판 또는 생산된 자료 및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관련 있는 자료

를 수집, 보존, 보급한다. 이를 위해서 카탈루냐 도서관은 법정 납본 기관의 역할을 하

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카탈루냐 서지 자료를 수집한다. 
  b) 다양한 분야의 지식 연구에 적합한 보편적인 범위의 여러 전문 분야 자료를 입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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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한다. 
  c) 제7조 2)에 의거하여, 카탈루냐 지역에서 발견된 카탈루냐 서지 유산을 구성하는 자료의 

보호와 보존을 관장한다.
  d) 여러 단위(unit)와의 조정을 통해 국가 서지 및 서지 유산 통합 목록을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형태와 지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준비, 관리, 보급한다.
  e) 카탈루냐 서지 유산의 보호, 특히 복원, 마이크로필름, 복제 및 잉여 자료의 취급 등의 

활동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카탈루냐 도서관은 국제 서지 표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 전체

의 목록을 관장하는 서지 표준을 준비한다. 카탈루냐도서관은 당국 목록을 관장, 인가하

고 단일 목록으로 통합한다. 

제10조(다른 센터와의 조정)

  카탈루냐도서관은 서지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를 보유한 다른 센터와 협력 및 조정을 통

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법정 납본국)  

  카탈루냐 법정 납본국은 카탈루냐에서 만들어진 각 자료에 하여 일정 권수를 수집하여 이

를 센터에 보내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행정 조직

제12조(조직 특성)

  카탈루냐도서관은 문화부 산하의 자율행정기구로서, 이 법과 해당 자율기구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집행능력과 자산을 갖는 법인이다.

제13조(의사결정 및 관리 기구)

  카탈루냐도서관의 의사결정 및 관리 기구는 다음과 같다:
a) 이사회 (Governing Board)
b) 카탈루냐도서관장(director) 및 각 단위 장

c) 카탈루냐도서관 매니저(Manager)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카탈루냐도서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의장은 문화부 장관이 맡는다.
  b) 제1부의장은 도서관 문제에 정통한 기관장(director general)이 맡고, 제2부의장은 카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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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연구소장(president of Institute of Catalan Studies)이 맡으며, 제3부의장은 카탈루냐 도서

관장이 맡는다. 
  c) 다음 이사회 구성원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카탈루냐도서관 단위장 

    도서관 문제에 정통한 기관장이 제안한 4명
    카탈루냐연구소장이 제안한 2명
    학 간 위원회(Inter-university Council)가 제안한 2명
    바르셀로나 시청이 제안한 1명
    카탈루냐 사서-기록관리담당 학장이 제안한 1명
  d) 서기(Secretary)는 카탈루냐 도서관 관리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간 실행 계획, 경영 보고서, 예산안 승인

  b) 카탈루냐도서관에 한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

  c) 조직 구조 및 인력 제안

  d) 기증, 유증, 유산의 수령

  e) 카탈루냐도서관의 더 나은 운영을 위한 새로운 관리 기구 창설에 동의함

  f) 의장에게 제안된 문제를 논의하고 보고함

제15조(관장)

  카탈루냐도서관 관장은 법령에 의해 임명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 기술을 구축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관 조직에 

한 전반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b) 도서관을 표하며, 이를 신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c)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승인한다.
  d) 직원 임명 및 해임 권한이 있다.
  e) 카탈루냐도서관 내 여러 단위의 활동을 조정한다.
  f) 서지자료의 입수에 동의한다.
  g) 이사회에 연간 실행 계획, 경영 보고서, 예산안을 제안한다.
  h) 그 이외 이사회가 위임한 일과 일반적으로 다른 기구에게 분명하게 할당되지 않은 모든 

일을 한다. 

제16조(매니저)

  카탈루냐도서관 매니저는 관장의 감독 하에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재무 체제)

1) 카탈루냐도서관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카탈루냐 자치정부 예산 법에 의거하여 할당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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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공 및 민간 법에 의거 도서관 재화 및 서비스 운영으로 인한 수입

  c) 기관, 개인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자발적 기부금

  d) 기타

2) 카탈루냐도서관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상응하는 재무상의 면제와 혜택을 누린다.

제3장

국익 자원

제18조(국익 자원의 선포)

  도서관 및 장서에서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서지 자원은, 국익자원으로 선포할 수 있

다. 이러한 선포는 역사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9조(국익 자원으로 선포함으로서의 효력)

1) 국익자원으로 선포 후 해당 도서관이나 장서 소유자는 역사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a) 상응하는 서지 유산 목록의 목록작성 및 포함과 관련하여 카탈루냐도서관과 협력한다.
  b) 보존 및 보급 목적을 위해 카탈루냐도서관과 협력한다.
2) 1)에 언급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도서관이나 장서 소유자는 카탈루냐도서관으로부

터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주 소유 공공 도서관의 서지 유산)
1) 바르셀로나, 지로나, 례이다, 타라고나 주 소유의 공공도서관에 보존된 중요한 역사 문화 

가치가 있는 자원은 국익자원으로 선포한다.
2) 1)에 언급된 도서관은 제19조 1)에 의거하여 카탈루냐도서관과 조정, 협력한다.

제3부

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Public Reading System of Catalonia)

제1장

정의, 범위, 구조

제1절

일반 규정

제21조(공공 열람 체계의 정의)

  공공 열람 체계는 카탈루냐의 조직적인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전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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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 도서관의 개념)

1) 공공 도서관은 일반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일반 및 특정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 교육, 오락, 사회적인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2) 공공 도서관은 무료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과 아동을 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3) 공공 도서관은 각 지역의 사회 서비스 기구와의 조정을 통해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용

자를 위한 출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각 지역의 병원, 형무소, 요양원 및 영접 센터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공공 도서관은 음성도서 및 기타 시청각 자료나 독서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인쇄물의 제공을 

통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5) 공공 도서관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며 출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보존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일부 장서에 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공공 열람 체계에 속한 도서관)

1) 공공 열람 체계에 속한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a) 공적 소유인 모든 공공 도서관

  b) 민간 소유이거나, 센터 소유자의 이전 협약으로 통합되거나, 해당 시청과 협약을 맺은 

모든 공공 도서관

  c) 관련 주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주 소유 도서관

2) 예외적으로, 공공 열람 체계에서 필요하거나, 소유자의 이전 협약이 있으면 학을 제외한 

교육센터 도서관도 이 체계에 통합될 수 있다. 만일 소유자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라면, 먼
저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제24조(공공 열람 체계 도서관 등록)

  문화부는 공공 열람 체계를 구성하는 도서관 등록을 계속 경신해야 한다. 

제25조(공공 열람 체계 도서관 통합)

  공공 열람 체계에 도서관을 통합하는 것은 문화부 장관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재에는 

제31조 1)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도서관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DODG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26조(공공 열람 체계 도서관 통합의 조건과 효력)

1) 공공 열람 체계에 통합된 모든 도서관은 제23조 1) c)를 침해함이 없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2) 공공 열람 체계 도서관 통합은 공공 열람 체계에 한 지원 서비스의 접근권한을 준다. 

제27조(공공 열람 체계에 대한 조사)

1) 공공 열람 체계에 통합된 모든 센터는 요청 받은 정보를 문화부에 제공하여 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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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의무가 있고, 문화부 조사관의 접근 및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2) 만일 해당 도서관을 조사한 후 제41조 a)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도서관 

소유자는 문화부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공공 열람 

체계 지원 서비스에 한 접근권한을 잃게 된다. 

제28조(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 지도)

1) 문화부는 공공 열람 체계 지도를 준비하고 업데이트하며, 이는 공공 독서의 필수요소들을 

한데 모으고 각 도시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구축한다. 공공 열람 체계 지도와 여기서 생기

게 되는 변화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위원회와 카탈루냐 지방 당국 협회 표의 의견을 듣

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승인한다.
2) 여러 공공 당국의 도서관 시설에 한 투자는 공공 열람 체계 지도에 의거한 예측 및 기준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제29조(공공 열람 체계하의 도서관 직원)

1) 공공 열람 체계하의 도서관은 공공 열람 체계 지도에 구축된 로 각 기능이 요구하는 

기술적 수준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2) 공공 열람 체계 아래 도서관의 기술직원의 채용조건은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부속 도서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장은 적어도 자격을 갖춘 사서여야 한다. 

제30조(공공 열람 체계의 통합 목록)

  문화부는 공공 열람 체계에 통합된 도서관의 모든 장서의 목록화를 통합하고 공유하며 상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열람 체계의 통합 목록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2절

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 구성

제31조(공공 열람 체계 구조)

1) 공공 열람 체계는 각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서관 및 서비스 유형을 정의한다.
  a)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rural district central libraries)
  b) 도시 중앙 도서관(urban central libraries)
  c) 지역 도서관(local libraries)
  d) 부속 도서관(subsidiary libraries)
  e) 이동도서관 서비스(mobile library services)
2) 다음은 공공 열람 체계 구조를 완성해 준다.
  a) 공공 열람 체계 지원 서비스

  b) 공공 독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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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

1)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은 공공 열람 체계 지도의 조항에 의거한 도시 중앙 도서관 및 부속 

도서관은 제외하고 해당 지역 내 나머지 도서관을 조정하며, 조언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인구학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합당하다면, 공공 열람 체계 지도는 중앙 

도서관이 있는 농촌 지역 내에서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의 기능을 지닌 도서관의 추가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2) 농촌 지역 중앙도서관은 해당 지역 도심에서 도시 중앙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3)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농촌 지역 의회 및 자치 시의 시청에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농촌 지역 의회 및 시의 시청은 규정에 따른 기본 조항에 의거한 협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시 중앙 도서관)

1) 시 중앙 도서관은 공공 열람 체계 지도에 의거하여 자치 시 지역에서 다른 도서관 및 모바

일 도서관의 서비스를 조정하며, 이들 도서관에 조언하고 지원을 해준다.
2) 농촌 구역 중앙 도서관이 없는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도시 중앙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바르셀로나 시 각 구역에는 시 중앙 도서관의 요건에 부합되고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도서관이 있어야 하며, 중앙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바르셀

로나 주 도서관의 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지로나, 례이다, 타라고나 주 도서관은 자치정부 당국과 시청의 이전 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 도시의 도시 중앙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바르셀로나 주 도서관의 경우 2에 명시

된 것처럼 중앙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4조(지역 도서관)

1) 지역 도서관은 특정 지역 공공 독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며 농촌 구역 

중앙 도서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도시 중앙도서관과 함께 활동을 조정하며 부속 도서관을 

지원한다.
2) 인구 5천명 이상의 자치 시에서는 지역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제35조(부속 도서관)

  부속 도서관은 지역도서관, 도시 중앙 도서관, 농촌 지역 중앙도서관을 지원하여 공공 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6조(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이나 도시 중앙 도서관에 의존하며 도서관 건물

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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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 열람 지원 서비스)

  1) 공공 열람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공 열람 체계에 속해있는 도서관에 도움을 주고 협력한다. 
2) 다음 범위에서 국가 서비스 공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a) 장서 입수 시 조언 및 협력

  b) 공공 열람 체계 통합 카탈로그에 한 조정 및 운용

  c) 도서관 연구와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재교육

  d) 도서관 홍보

  e) 지역 서비스 조정

3) 다음 범위에서 지역 서비스 공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a) 장서 입수

  b) 중앙 집중화 된 목록작성을 제공

  c) 공공 열람 체계 통합 카탈로그 준비

  d) 선별된 서지 및 문서 정보

  e) 중복 및 잉여 장서 처리

  f) 장서 재 배분

  g) 도서관 간 출 및 출 도서 지원에 한 조정

  h) 도서관에 한 기술 및 컴퓨터 지원

 
제38조(공공 독서 위원회)

1) 시 중앙 도서관이 있는 각 농촌 구역 및 시에는 공공 독서 위원회가 존재한다.
2) 공공 독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제는 해당 농촌 지역 의회나 시청이 결정한다. 농촌 

지역 위원회는 해당 의회의 표가, 도시 지역은 시청 표가 의장직을 맡고, 농촌 지역이

나 도시 중앙 도서관장도 위원직을 맡아야 한다. 
3) 공공 독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중앙 도서관과 업무 협력

  b) 관련 농촌 지역 및 시 관련 기기 및 서비스 요구 분석

  c) 도서관 이용 홍보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d) 공공 및 학교 도서관 활동 조정

  e) 관련 농촌 지역 의회나 시청이 부과한 기타 모든 업무

제2장 

여러 공공 당국의 권한

제1절 

지역 기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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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의 권한)

1) 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시 소유의 도서관을 법 또는 규정 조항과 공공 열람 체계 지도에 의거하여 설립, 규제, 

구성 및 운영 한다.
  b) 시의 공공 독서를 조정하고 증진한다.
2) 인구 5천 명 이상 시에서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5천 명 이하의 시에는 

공공 독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농촌 구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구 3만 명 이상 

시에서는 공공 열람 체계 지도에 의거하여 분권화된 형태로 공공 독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농촌 구역 중앙 도서관의 경우 관할 시에서는 이 도서관의 지역적 운영에 따른 설치, 유지, 

인건비 부분에 한 자본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시 소유 도서관과 시와 협력 협약을 맺은 공공 열람 체계에 속해 있는 기타 도서관은 2)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0조(농촌 지역의 권한)

1) 농촌 지역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제32조에 의하여 시 이외 지역에 공공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5천 명 이하의 시에

도 보조적으로 제공한다.
  b) 시청과의 협약을 통해, 시에 도서관 서비스 공급을 지원한다.
  c) 농촌 지역의 공공 독서를 조정하고 증진한다.
2) 어떤 경우라도 농촌 지역에서는

  a) 농촌 지역 중앙도서관의 농촌 지역에 한 기능에 따른 설치, 유지, 인건비 부분에 한 

자본 조달을 달성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b) 필요한 경우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조직한다.

제2절

카탈루냐 자치정부 당국의 권한

제41조(카탈루냐 자치정부 당국의 권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당국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공공 독서의 여러 측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인사

   2. 인프라의 기술적 요건

   3. 도서관 관리의 전체적 기반 및 운영

   4. 장서 목록작성 및 분류

   5. 공공 열람 체계에 통합된 도서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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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 열람 체계 통합 목록의 유지

  b) 이 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조사한다.
  c) 도서관이 공공 열람 체계에 통합되는 것을 인정하고 분류체계를 유지한다.
  d) 공공 열람 체계 지도를 준비하고 유지한다.
  e) 공공 독서관련 통계 준비 및 후속 처리를 위한 기준을 세운다.
  f) 공공 독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g) 공공 독서를 장려한다.

제42조(증진 활동)

  문화부는 도서관 인프라를 제공하고,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며 기존 설비를 보수, 확장을 위한 

연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열람 체계 지도의 결정사항이 고려되어

야 하며, 추가조항 네 번째에 의거하여 카탈루냐 업무 및 서비스 단일 계획에 통합된다.

제4부

대학 도서관, 대학 외 교육 센터 도서관 및 특수 도서관

제43조(대학 도서관)

1) 학 도서관은 특화된 서지 자원을 수집하고 학, 연구자 및 센터의 허가를 받은 개인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학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서비스 공유를 위해 구축한 다른 형태의 조정사항을 침해하

지 않고 목록작성, 도서관 간 출, 귀중한 역사 문화 자료 보호와 관련하여, 카탈루냐도서

관을 통해 도서관 체계 하의 다른 도서관과 협조한다. 

제44조(대학 외 교육 도서관)

1) 학 외 교육 센터 도서관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고, 문화 접근

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에게 자원 이용에 관해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육 및 여가 

목적을 보완하고 최 화한다. 
2) 학 외 교육센터에는 교육의 필수 요소로서 반드시 학교 도서관이 구축되어야 하며 공공 

독서 시스템과 협력한다.
3) 학 공공 교육 센터 외의 도서관의 구성, 활동 및 자금 조달은 한 특정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45조(특수 도서관)

1) 특수 도서관은 주로 특정 지식 분야에 초점을 맞춘 자원을 보관하는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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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이나 민간 소유인 특수 도서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한을 두어 공공 서비스

를 제공하고 학 도서관 관련 43조 2에 명시된 것처럼 도서관 체계 하의 다른 도서관과 

협조한다.

제5부

도서관위원회

46조(구성 및 기능)

1) 도서관위원회는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와 관련하여 자치정부 당국의 자문, 조언 기관이다. 
위원회 구성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은

  a) 도서관 관련한 일반 조항 및 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 지도 관련 프로젝트를 보고한다.
  b) 국익에 부합하는 서지 자원으로 선포한 것에 관해 보고한다.
  c) 카탈루냐 도서관 체계의 운영, 조직, 조정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한다. 
  d) 이 법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자치정부 당국에게 조언한다.
3) 도서관위원회는 필요 시 마다, 적어도 6개월 마다 개최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지방 지역 정부로부터 서비스 이전)

1) 바르셀로나, 지로나, 례이다, 타라고나 주에 귀속되어 있는 지방 지역 도서관 및 서비스는 

자치정부나 본부가 있는 지역의 농촌 구역 의회로 이전된다. 도서관이나 서비스의 정도 

및 특성에 따라, 1987년 4월 4일 제5호 법령 (the Act 5/1985, 4월 4일)에 의해 설립된 지방 

지역 정부 권한과 관련한 임시 체제인 혼합 위원회(Mixed Committee)는 해당 도서관이나 

서비스가 시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

라, 앞서 언급된 1987년 법 제8조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1)에서 언급된 이전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지방 자치의 중요한 핵심을 구성하는 

서비스와 해당 지방 지역 정부의 지원 권한 및 법률, 재정,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

스로서 카탈루냐 지역 체제 및 법률 기반에 관한 규제법 조항에 의거한다. 
3) 혼합 위원회는 일년 이내 1)에서 언급된 이전의 결과로서 이전해야 하는 인력, 물적 수단 

및 자원을 결정한다.; 혼합 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1987년 제5호 법령(Act 5/1987)이 

적용된다.
4) 이전이 이루어지는 당국에 한 결정과 관련하여, 혼합 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고려한다.
  a) 국가나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서관 또는 서비스

  b) 카탈루냐 도서관 조직에 한 전반적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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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987년 제5호 법령(Act 5/1987)의 제3조에 의한 기준

5) 1)에 의해서 카탈루냐 도서관은 카탈루냐 자치정부로 이전된다. 혼합 위원회는 효과적인 

이전을 위해 바르셀로나 지역정부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로 이전해야 할 인력, 재무, 물
적 수단을 정해야 한다. 카탈루냐 도서관 이전으로 도서관에 관계된 자산의 소유를 침해

함 없이, 카탈루냐 도서관 컨소시엄은 없어지고, 그 권리와 의무는 독립기구인 카탈루냐 

도서관에 의해 체된다.  

제2조(카탈루냐 자치정부로부터 농촌 지역으로 이전)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법령에 의하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 인력, 자료를 농촌 지역 

의회로 이전하며 그 기능은 이 법이 발효하기 전까지는 자치정부가 수행했고, 현행법에 의거 

농촌 지역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공공 열람 체계 지도 준비를 위한 기간)

  문화부는 이 법의 발효 후 일년 이내 공공 열람 체계 법을 준비해야 한다.

제4조(특별 보조금)

  이 법의 발효 후 8년 간 카탈루냐 업무 및 서비스 단일 계획 하에 도서관에 한 특정 프로그

램 편성을 유도하는데 있어, 정부는 1987년 12월 23일 제23호 법령(Act 23/1987, 12월 23일) 
제5조(카탈루냐 업무 및 서비스 단일 계획에 한 자금지원 기준을 세우고, 업무 및 서비스의 

선정, 분배, 자금지원에 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에 의거하여 특별 보조금을 도서관 건립 

및 개조를 위해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시의 재정 역량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조(공공 열람 체계로의 공식적 통합)

  이 법이 발효될 때 운영 중인 공공 소유인 공공 도서관은 공식적으로 카탈루냐 공공 열람 

체계로 통합된다.

임시 조항 

제1조(공공 도서관에 귀속된 관리의 운영상 독립)

  공공 소유인 농촌 지역 중앙 도서관, 도시 중앙 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카탈루

냐 자치정부 및 지역 정부 직원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및 지역 정부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한 종속과 그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의 유지를 침해함 없이 운영상 해당 농촌 지역 의회나 

시청 하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카탈루냐에서 공공 기능에 한 새 법안이 승인될 때까지 유

지될 것이고 이 법안은 새로운 영토 조례에 의거하여 농촌 지역 의회 및 시로 배속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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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규정한다.

제2조(도서관 의회 규정)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도서관 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규제할 때까지 1988년 도서관 의회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하는 1988년 법령 제178호(Decree 178/1988, 7월 19일)는 유효할 것이다.

제3조(공공 열람 체계 지원 지역 서비스)

  카탈루냐 지역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37조 3)에 의거한 공공 독서 지원 지역 서비스 공

급은 문화부와 지역 정부가 제공한다. 각 행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법과 지역 법률 조

항에 의거하여 자치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4조(이 법의 적용 기간)

  이 법이 발효 시 존재하고, 이 법의 상이 되는 도서관은 발효 후 5년 내에 이 법에 적응해야 

한다.

폐지 조항

  도서관 관련 1981년 4월 22일 제3호 법령(Act 3 /1981, 4월 22일) 및 카탈루냐 도서관연구소 

설립에 관한 1981년 6월 19일 제165호 법령(Decree 165/1981, 6월 19일)은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민이 이 법에 따라 협력하고 법원과 당국은 이 

법의 준수에 유의할 것을 명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궁, 1993년 3월 18일
(문화부 비공식 번역)

[참고자료]
 1) Biblioteca de Catalunya. <http://www.bnc.cat/> 
 2) Generalitat de Catalunya. <http://www.gencat.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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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도서관법 2001｣
-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도서관활동 기본법

슬로베니아는 유럽 발칸반도 북서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유고슬라비

아연방의 일원이었지만 1992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계기로 내전을 거쳐 공화국으

로 독립하였다.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와 비슷하고 인구는 약 20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독립이후 정치 ‧ 행정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2001년 국가 도서

관활동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

스 및 지원조직, 재정분담 등을 체계화하였다. 슬로베니아 도서관법은 일종의 도서관

기본법으로서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 ‧ 대학도서관 ‧ 전문도서관 등 관

종별 도서관활동은 물론, 국가서지시스템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 도서관협회 등 지

원활동과 관련한 조직사업까지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슬로베니아 도서관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 문화유산관련 전문도서관은 문화부가 담당하

고, 학교도서관 ‧ 대학도서관 ‧ 연구기관 전문도서관 ‧ 국가서지공유시스템 등은 교육과

학부가 관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국가도서관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조직으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모두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도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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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도서관법의 특징적인 내용 중 하나는, 도서관활동을 관장하는 부처 장

관은 대학교수나 도서관전문가, 감독관 자격자 등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본 법령에

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모니터링하여 소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관련조항을 두고 있는 점이다. 모니터링은 매 3년마다 실시된다. 감독관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조직을 감사하여, 계획상 기준과 목표를 충족하는지를 점

검하여, 해당 규정의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도서관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

개 권역별로 해당 구역 내 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두고, 모두 60여

개의 공공도서관서비스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도서관인 국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54개의 대학도서관, 125개 전문도서관, 659개 학교도서관 등 

모두 900여개의 도서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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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도서관법 2001｣
- Librarianship Act, 2001

Ⅰ. 총 칙

제1조(법령의 내용) 

  법령은 도서관 활동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규정한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을 결정한다. 
  - 공공 기금으로 출자된 도서관의 활동 ‧ 설립 ‧ 재정 ‧ 감독, 그리고 국가서지정보 공유시스템 

내부에서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 국가서지정보공유시스템과 당 시스템의 포괄범위 조건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책무 

  - 전술한 도서관활동의 개념은 이 활동의 현대적 정보 요소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활동)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서비스

  - 도서관 자료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

  - 도서관 목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타 정보원의 생산

  - 서지와 기타 정보 생산물 및 서비스를 전달 

  - 상호대차와 정보전달에 있어서 협력

- 이용자 유인과 교육

- 정보 기술

- 문화적 기념물로서 도서관 자료의 보호 

- 기타 도서관, 다큐멘테이션 및 정보 업무

  다음을 규정할 목적으로 국가서지공유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서

비스 활동은 역시 공공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서지공유시스템의 기능조건

  - 당 시스템 내부 전자정보원에 대한 접근

  본 조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은 공공기관과 인가받은 법인 및 개인 등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활동범위는 업무계획 및 재정기획 또는 인가계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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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서관 자료)

  도서관 자료는 출판된 인쇄물, 소리, 사진, 전자기록 또는, 도서관이 수집하여 공중에게 전달

하는, 그리고 문화, 교육, 연구 및 정보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기타 방식으로 기술적인 처리가 

된 기록이어야 한다. 

  도서관 자료는 전 절에서 언급된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필사본 및 기타 미간행자료(타이프로 

친 것, 전자적 기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여야 한다. 

  어떤 자료가 도서관 자료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 본 법령의 제58조에서 언급되는 주무 장관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4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은 본 법령에서 언급된 시스템의 포괄 범위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국가도서관과 이 시스템 내 데이터교환 목적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이하 도서관정보서비스)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문화적 기념물로서 도서관자료)

  문화유산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에 따라 문화적 기념물의 특성을 가지는 도서관자료는 이 법

령 하에서 특별한 선포절차 없이 문화적 기념물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절과 관계없이, 다음의 도서관자료는 문화적 기념물로서 선포되어야한다. 
- 코덱스, 문서 및 기타 필사본 자료, 1800년 이전 제작된 문학작품, 지도, 음악 및 유사자료 

- 본 법령 제33조 첫 항목의 슬로베니아어 문자로 된, 혹은 규정에 의해 의무적 사본으로 정

의되는 모든 간행물의 보존사본

  앞 두 절에서 언급되는 도서관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은, 본 법령 제13조에서 언급된 지침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유산 등록부의 일부가 될 해당 자료 단

위의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문화 담당 장관은 사전 국가도서관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예외적으로 문화적 기념물로서 도

서관자료의 반출이나 교환을 허용할 수 있다. 

Ⅱ. 도서관

제6조(도서관의 목적)

  도서관은 전문적 원리에 의거하여, 개인 및 집단에 다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공할 목적으

로 도서관자료의 장서와 정보자원을 조직하여야 한다. 
- 소장 자료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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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간 상호 대차

-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

제7조(도서관의 유형) 

  도서관은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인 단위 조직이여야 한다. 
  일반적인 이용자 집단에 따라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반도서관(general library; 이하 ‘공공도서관’으로 옮김)
- 학교도서관

- 학술도서관

- 특수도서관(special library; 이하 ‘전문도서관’으로 옮김)
- 국가도서관 

제8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 자료의 대출

- 자료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전달

- 서지 - 교육적 업무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는 도서관의 개관시간과 업무수행방식, 기타 이용자서비스 등 규정으

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그에 의해 도서관에 추가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9조(도서관협회) 

도서관은 자신들의 발전에 관련된 이해를 대변하고 대표하며 협력기구가 되는 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등록)

  도서관들은 국가도서관에 의해 관리되는 도서관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 기입은 본 법령 제36조에 언급된 최종 판정을 받으면 국가도서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표준과 전문적 권고)

  도서관의 개발은,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는 것으로, 도서관공공서비스의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한 표준 및 전문적 권고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전 절에서 언급된 표준은 장기적으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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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서관자료의 정리) 

  도서관은 국가도서관에 의해 채택된 전문적인 지침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 기념물로서 특성 찾기) 

  도서관은 본 법령의 제5조에서 언급되는 도서관자료는 국가도서관에 의해 채택되는 전문적 

지침에 의거하여 문화적 기념물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 

제14조(도서관자료의 기증) 

  도서관은 도서관 직무기준에 의해 중요한 도서관자료의 기증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수집)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에 따

라 다음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본
적, 주소, 교육, 직장 혹은 학교 등

전 절에서 언급된 개인정보는 그것이 수집된 목적을 달성한 일 년 후 삭제되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

제16조(공공도서관) 

  소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활동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주민 집단

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2조에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평생학습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역연구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해야 한다. 
 -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한 공공 기관에 대한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

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를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 특별한 요구를 가지는 어린이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 서비스 활동과 연계하여 문화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만약 상업적 활동이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여 진다면,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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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두 번째 절에서 언급된 개별과업을 지방중앙도서관이나 혹은 동의를 얻어 해

당 지역 다른 도서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도서관장의 선임과 해임)

  공공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은 일반 공모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설립헌장에 의해 결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라도 관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 

관장의 선임 혹은 해임에 앞서, 평의회는 절반 이상의 설립지분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

의와, 공공도서관으로 그들의 활동 수행을 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도서관 전문

직원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도서관의 전문직원은 비밀투표에 의해 의견을 표결해야 한다. 

4번째 절에서 언급된 동의와 의견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천거된 관장후보와 관계되어야 한다. 

만약 설립 지방자치단체 혹은 계약당사자 및 이 조항 4번째 절에 언급된 전문직원이 60일 

기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동의 혹은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동의와 의견을 얻은 후, 위원회는 위원회 전원 표결의 과반수에 의해 관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장의 선임 혹은 해임과 관련한 상세 규정은 공공도서관 창립헌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 의해 결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관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대행 관장의 선임)

만약 관장이 임기에 앞서 사직하거나, 관장 지원자가 아무도 지명되지 않은 경우, 도서관위원

회는 도서관 전문직원이나 관장 지원자 중에서 직무대행 관장을 최대 1년 임기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법인)

  공공도서관은 만일 해당 도서관이 거의 10,000명 또는 그 이상 주민에게 도서관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면, 독립된 법인이 되어야 한다(이하 “독립도서관”). 이러한 활동을 지역의 더 적은 

수의 주민에게 수행하는 도서관은 독립도서관의 한 단위로 한다. 

이전 절에 언급된 도서관은 특별 조직 단위의 구조 안에서 다른 문화적 활동을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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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이전 절에 언급된 도서관은 반드시 재정 업무의 분리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그들 스스로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설

립하거나, 설립인의 동의에 따라 다른 공공도서관과 계약에 의해 도서관 활동의 수행을 위임

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에게 도서관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함께 설립한다면, 상호간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주민들에게 도서관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기초하여 도서관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법원 등기부 기입에 대한 특별조건)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되는 조건의 충족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도서관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설립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조건의 충족)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매 3년마다 조건의 이행 수립이나 조건충족의 기한을 각 공공도서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공공도서관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설립자들은 이것을 알려야 하고, 동시에 어떻

게 그 조건의 이행을 설정된 시간제한 안에 달성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3개월 내 계획을 

세워 규정할 책임을 가지며, 그들의 설립자 혹은 공공 설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

어 그것을 제출할 책임을 가진다. 만약 이들이 1개원 제한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승인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3조(공공도서관운영의 평가) 

문화부장관은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운영을 평가할 의무를 가짐에 따라 평가에 관련한 규정

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 연구 자료에 대한 안내)

공공도서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 연구 자료의 전문적인 정리와 보존을 위한 국가도서

관의 지침을 참작하여야 한다. 



9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제25조(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이탈리아와 헝가리 주민 공동체와 집시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활동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도서관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에

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절에서 언급된 공공도서관은 인종 공동체의 대표자의 동의을 얻어 활동 프로그램이 준

비되어야 한다. 

제26조(국경 지역의 공공도서관)

국경 지역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경 너머의 슬로베니

아인에게 자료 접근 또한 보장하여야 하고, 슬로베니아 국경 너머의 중앙도서관들 간 협력으

로 그들의 요구에 의한 슬로베니아 자료의 구매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웃국가에 있는 소수 

슬로베니아민족의 도서관 개발을 도와야 한다. 

이전 절에 언급된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과 협력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7조(주요 지역도서관) 

문화부 장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 광역 지역에 대한 특수 업무를 수

행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 중앙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특수 업무는

- 더 폭넓게 더 많이 요구되는 문학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해당 지역 소재 모든 도서관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것 

- 그 지역에 정리된 도서관 자료를 보내는 것 

2. 학교 및 대학도서관

제28조(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주로 연구생, 실습생, 학생 그리고 직업고등학교 학생과 해당 학교의 전문 직원 

등을 위해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학술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술도서관은 주로 학생, 학술연구자와 연구 직원 등을 위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연구와 조사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주요 학술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학술도서관의 과업과 함께, 이 법령의 제2조에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테두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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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의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학의 도서관 활동을 조정한다. 
- 대학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 자료의 구입과 제공을 조정한다. 
- 도서관 상호대차 체계의 기능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 대학에서 자료의 납본과 정리를 조정한다. 
- 연구 직원과 과학연구자, 그 대학 산하 학술기구회의 출판 생산물을 조정한다. 
-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하는, 대학 생산 출판된 자료의 필수 사본을 입수하고 

처리한다. 
- 대학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을 조정한다. 
- 대학 내 도서관 활동에서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지역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도서관에 의해 그들에게 이전된 업무인 기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학술도서관의 연계) 

  대학의 학술도서관 회원은 해당 대학을 통해 조정된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한다. 

3. 전문도서관

제31조(전문도서관)

전문도서관은 개별 과학 또는 전문 분야에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법령 제2조에서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전문도서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개별 과학 및 전문분야, 문제해결 분야 또는 소속기관 등에서 전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소속 기관의 내부 문서와 도서관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도서관 장서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전문정보를 평가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게 전문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한다. 

전문도서관은 맹인과 약시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적용되는 기술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는 

도서관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정보센터 역시 전문도서관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제32조(주요 전문정보센터)

  주무 장관은 문서의 내용 측면에서 가공을 조정하고, 개인 연구 및 전문분야 또는 문제해결 

분야 등에 대한 전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조정할 주요 전문정보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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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도서관

제33조(국가도서관)

  국가중앙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 된다. 국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된다.

국가도서관은 본 법령의 제2조에서 언급된 활동에 더하여, 다음 업무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 슬로베니아어로 된, 그리고 슬로베니아와 슬로베니아 인, 슬로베니아 저자, 출판자, 이탈리

아와 헝가리 민족 공동체, 집시 공동체 및 다른 슬로베니아 내 소수민족 공동체(이후 “슬로

베니카”), 그리고 기본적인 외국 저작에 관한 모든 도서관 자료를 기본적인 국립장서로서 

수집, 정리, 보존 및 서비스 한다. 
- 해외, 특히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부에 사는 슬로베니아 인을 위해 바로 위에서 언급된 자료

의 접근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 국가서지센터로서, 도서관장서 중 슬로베니카 출판자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

법으로 국내외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의 접근을 제공한다. 
- 국가참고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판물에 기본적인 목록사항(CIP; 출판시도서목록)을 제공한다. 
-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인쇄 및 전자출판물에 국제서지번호(ISSN, ISBN, ISMN)와 기타 식

별기호를 부여한다. 
- 문화유산인 도서관자료의 보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하고, 도서관자료의 보호 및 복원

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 연구, 개발 및 해당 분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통계와 기타 도서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및 서비스 한다.
- 도서관 직원의 훈련과 전문적인 후속 훈련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 도서관 상호대차 체계의 기능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 도서관의 기록을 유지한다.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료의 정리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서관 자료의 보존소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서관 자료의 반출에 대해 사전 의견을 제기한다. 
-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법령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 의견을 제기한다.
- 도서관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전문적인 권고의 채택에 대한 전문적인 토대를 준비

한다. 
- 본 법령 제37조에서 언급된 공공도서관의 개발에 대한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조정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연구 자료의 전문적인 정리와 보존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다. 
- 도서관 자료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다. 
- 슬로베니아어 출간물의 출판 규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해 도서관

에 통보한다.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의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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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헌장에 규정된 기타 과업을 수행한다.
- 이 법령 제14조에서 언급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34조(국가도서관운영기구)

국가도서관운영기구은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선임되고 해임되는 7인의 위원으로 구

성된다. 이들 중에서 다음의 인원이 선임된다. 
- 도서관 주무장관의 추천 2인
- 이용자 추천 2인
- 도서관정보국 추천 1인
- 슬로베니아 문화원 추천 1인
- 직원 추천 1인 

국가도서관운영기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업무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인 운영기구의 구성

과 기능은 국가도서관의 설립헌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35조(국가도서관의 설립) 

국가는 국가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설립자의 권한은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행사

되어야 한다.

Ⅲ. 도서관 공공서비스

1. 도서관 공공서비스의 제공 지침

제36조(조건) 

도서관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도서관은 다음의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 적절한 범위에서 선택되어 전문적으로 정리된 도서관자료

- 적절한 수로 적절하게 훈련된 전문직원

- 적절한 건물과 장비

- 적절한 조직을 갖춘 도서관활동

문화부 장관은 교육과학부장관의 동의아래, 개별 도서관 유형에 대해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조건을 더욱 상세히 결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전 절에서 언급된 조건의 충족여부

는 설립자와 해당 도서관 및 국가도서관이 적용받게 되는 본 법령 제59조에서 언급되는 부처

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법원 등기부 등재 후 해당 활동을 시작하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하

고, 도서관은 앞 절에서 언급된 최종 판정 이후 도서관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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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발 계획의 기준) 

  문화부 장관은 교육과학부 장관의 동의 아래 그리고 본 법령 제11조에서 언급된 전문적인 

권고에 기초하여, 공공, 학술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후속 3개년 개발 계획의 기준을 채택하여

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도서관은 설립자의 동의 아래 3개년 개발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공도서관에 대해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조건의 결정)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건은 본 법령 제36조 2번째 절에서 언급된 규칙에 의해, 그리고 지난 

만 1년간 그들의 채택에 앞서, 본 법령 제36조 첫 번째 절에 언급된 요소들에 따라 해당 도서

관들에 대해 성취된 상태의 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건은 매번 성취

되는 새로운 평균과 관련하여 매 3년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제39조(사서시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도서관의 전문 직원은 반드시 미리 서술한 교육의 유형과 수준을 갖

춰야 하고, 사서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사서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도서관의 전문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반드시 2년 이내 해당 시

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사서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도서관의 전문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사서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담당 업무의 독자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생으로서 훈련되어야 한다. 

그 분야를 관장하는 장관은 교육의 유형과 수준에 관한 더 자세한 규정들을 미리 서술하여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교육과학부 장관의 동의 하에, 사서시험에 관한 조항의 더 자세한 규칙을 결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의 조항은 반드시, 이미 통과한 다른 분야의 전문시험에 의해 검

증된 서지적인 지식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직원은 문화부 장관이 교육과학부 장관의 동의 아래 채택하는 규칙에 따라 전문 학위(직
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의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다른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전문 학위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국가서지시스템

제40조(공통적인 전문성 기초)

국가서지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공통적인 전문성 기초는, 
- 도서관자료와 목록을 유지하는 균일성의 표준화되고 공유된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공용목록에 대한 전문직원의 적절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 도서관들의 컴퓨터 및 의사소통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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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것) 

모든 도서관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전문적 기초를 존중하여야 하고, 시스템에서의 협력과 서비스의 이용법에 있

어서 도서관정보국과 계약을 완결하여야 한다. 재정은 본 법령 제52조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

다. 

일반적 슬로베니아 문화시설 내부의 도서관은 슬로베니아 외부의 등록된 기관과 함께 국가

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도서관의 지역 목록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할 때 해당 도

서관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2조(공유 목록의 허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도서관의 전문직원은, 만일 그들이 국가도서관의 동의 아래 

공동으로 목록 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경우, 공유 목록작성과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서지 레코드의 생성작업에 협력할 수 있다. 

만약 응시자가 사서시험을 통과하고 지식테스트와 함께 공유목록 분야에 대한 심층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이전 절에서 언급된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과학부 장관은 이 법령 첫 절에 언급된 면허를 발급하는 취지, 규정 및 방식을 문화부 장관의 

동의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소청의 가능성) 

본 법령 제58조에서 언급된 주무 장관에의 소청은, 전 조에서 언급된 면허의 발급과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규정에 대해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게 허용된다. 일반 행정절차를 규정

하는 법령은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제44조(도서관정보국)

국가서지시스템에서 도서관정보국의 임무는 다음이 같다. 
- 해당업무 분야로부터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의 개발 및 기능의 조정

-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 수요에 대한 컴퓨터 지원 표준의 개발 및 이용의 조정

-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

- 국가도서관과 협력에 있어 공유목록 협력에 대한 도서관 전문직원의 자격 검증

- 시스템의 작용을 위한 공용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계획과 유지

- 해당 제작자의 동의 아래 직접 접근이 지원되는 전자매체로 된 데이터베이스 공급의 조직

화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수행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자문 업무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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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무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자문활동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업무에 대한 소관분야에 있어 전문적 토대의 조성

제45조(도서관정보국의 과업수행)

도서관정보국의 과업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법령 제52조에서 언급

된 주무장관에게서 허가를 받은 면허에 기초하여 다른 법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도 있다. 

제46조(도서관정보국 운영기구) 

공공기관이 되는 도서관정보국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에 의해 선임되고 해임되는 9인에 

의해 구성되는 운영기구를 가져야 한다. 이들 중에서 다음의 인원이 선임된다. 
- 도서관 주무장관 추천 2인
- 대학 추천 1인
- 국가도서관 추천 1인
- 공공도서관 추천 1인
- 학교도서관 추천 1인
- 전문도서관 추천 1인
- 정보 사회 주무장관 추천 1인
- 직원 추천 1인

도서관정보국 운영기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로서 다른 활동도 수행한다면, 몇 명의 구성원은 해당 활동

의 범위와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상시로 충원되어야 한다. 

업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조항, 관리조직의 구성과 기능은 도서관정보국 업무를 수행하는 공

공기관의 설립헌장에 의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47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국가도서관의 임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의 국가도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의 해당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문적인 토대의 계획에 대한 조정

- 도서관정보국과 협력하여 공동목록의 전문적 토대를 개발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을 수행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자문 업무

- 도서관정보국과 협력하여 공동목록에 대한 협력 목적의 도서관 전문직원의 자격에 대한 

검증

- 공동목록에 대한 서지레코드의 편집과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소관분야에 있어 전문적 토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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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제48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는 도서관활동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전문자문조직으

로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서관 활동 분야에 대한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슬
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임되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전문가 그룹,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조직과 방식은 협의회가 다수결로 가결한 것에 의해 채택한 의사 규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행정 및 기술적 업무는 문화부 장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49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구성)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는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 도서관 주무장관 추천 3인
- 국가도서관 추천 1인
- 각 대학 추천 각 1인
- 도서관정보국 추천 1인
- 문헌관리자 및 정보전문가 전문협회 추천 1인
- 도서관 학술기관 추천 1인
- 슬로베니아 문화원 추천 1인
- 공공도서관 추천 1인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작용에 관계하는 상세 조항은,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창립 결의문

에 의거하여 정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50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임무)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도서관 분야 전문적 권고안 채택

- 도서관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규정에 대한 사전 견해를 개진한다.
- 도서관 사업의 전문적인 토대를 검토한다.
- 국가서지공유시스템 운영에 대해 시스템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개발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토대를 검토한다.
- 국가도서관과 도서관정보국의 업무와 재정계획에 대해 제안된 개발계획과 연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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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국가도서관과 도서관정보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하고,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와 주무

장관에게 그들의 의견을 알린다.
- 그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발의와 제안을 제출한다. 

Ⅳ. 공공 재정

제51조(자금의 출처) 

독립 공공기관인 도서관과 도서관정보국은, 공공기금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지불

금, 시장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에 의해, 그리고 건립 헌장에 결정되어 있는 조건 하의 

다른 재원 등으로부터 업무자금을 얻어야 한다. 

도서관의 공공서비스 및 도서관정보국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임금과 자료정리비용, 자료

구입비용, 시설과 장비의 구매 및 유지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2조(공공기금으로부터 공공서비스 재원의 조달)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공서비스 수행자금은, 설립자나 공동설립자, 기타 계약자 등에 

의해 협약의 근거인 본 법령 제36조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준비된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본 법령 제36
조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국립도서관 및 도서관정보국은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가 약정한 사업 및 재정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설립자로로부터 공공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도서관정보국의 유형과 범위는 계획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국은 인가약정을 기초로 하여, 국가나 자치단체로부

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별적인 프로젝트는 공공적 수요에 기초하여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공공도서관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분담)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공동 설립하거나, 개별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도

서관과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부

담의 재정적 의무는 각 자치단체의 주민 수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고,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도서관활동 비용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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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는 본 법령 제36조에 언급된 규정과 자치단체 주민 수에 상응하여12개 단위에서 도

서관자료의 구입비용으로 지출되는 공동재원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해당도서관의 채택된 재정계획에 상응하여 자료구입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

해야 한다.

본 조항의 첫째 절에서 언급된 분담 비용은, 공유서비스의 운영과 참고장서 및 도서관데이터

베이스 이용 등과 관련하여, 도서관자료의 선정, 구입, 정리에 관련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정 비용이 공유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제54조(자치단체의 의무불이행)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가 본 법령 제52조 및 53조에서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한기간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의 소관조직에게 해당 책무를 이행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만일 주어진 제한기간 내에 자치단체가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부장관은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법령에 상응하여 해당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55조(공동재정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국가는 다음의 분야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서관활동의 종합적 발전을 지원

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 주무장관이 개별분야마다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국립도서관,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의 외국자료 구입

- 문화부장관과 해당 도서관이 체결한 약정에 기초하여 본 법령 제27조에서 명시한 지역대표

도서관의 특별한 과업

- 문화부장관 과 해당도서관들 간 체결된 약정에 기초하여, 본 법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명시된 프로그램의 실시.
- 도서관보상금

-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컴퓨터장비의 연례 구입비용 일부 

  도서관보상을 위한 보조금 한도는 연차 국가예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본 조항 전 절 마지막 호에서 언급한 보조금은, 기타 보조금은 본 법령 제52조 첫 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는 조건에 의거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본 조항 첫 절의 마지막 호에서 

언급한 자료 및 컴퓨터장비의 연례 구입을 위한 보조금 한도는 국고보조금에 의해 지원되어

야 한다. 

제56조(도서관보상)

  도서관보상은, 슬로베니아 영구거주자의 저작물이나 슬로베니아어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10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지원으로서, 본 법령 제3조에서 언급한 도서관자료의 공공대출에 대해 공공공도서관에 도입

되어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도서관보상에 의한 기금의 분배 방식과 형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결정하여

야 한다.

제57조(이용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도서관정보국의 해당 서비스 및 산물을 지급인도방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Ⅴ. 관리

제58조(공공서비스 수행의 감독)

  다음의 기관들은 본 법령의 제2조에서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 문화부 담당 : 문화 분야 국립도서관 ·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문화자원으로서 도서관

자료

  - 교육과학부 담당 : 기타 분야 학교도서관 · 학술 또는 대학도서관 · 전문도서관, 도서관정

보국

전 절에서 언급한 전문적 감독의 범위는,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한 규칙에 따라서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제59조(모니터링 점검)

  본 법령의 조항과 이에 의거해서 제정된 규정들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문화부 감독관

이 수행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육과학부 감독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60조(감독관 지정)

  다음의 사람은 감독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대학 교수

  - 도서관 및 정보활동 분야의 전문가

  - 감독관 전문 시험을 통과한 자 

Ⅵ. 모니터링 실시

제61조(모니터링의 유형)

  모니터링은 정기적이고 특별하게, 반복적인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기모니터링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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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 모니터링은 공동재정분담자로서 도서관설립자 또는 도서관이나 국가의 제안서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도서관이용자는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복 모니터링은 부과된 조치 및 임무의 수행과 위반의 시정 등에 대해 시효가 만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제안서나 요구와 관련하여 수행된 내역과 취해진 조치 등에 대해 제안자나 

요구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2조(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규정하는 일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더하여, 다음의 권한이 추가된다.
  - 본 법령 제2조에서 명시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

  -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조건이 공공도서관 개발 계획상 기준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지를 감시하는 것

  - 본 법령 제8조에서 언급된 결정에 대해 감시하는 것.

제63조(감독관의 조치)

  감독관은 자신이 모니터링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규정의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감독

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공공도서관이 법적 등록을 미비하거나 설립자가 본 법령 제36조에서 명시하는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도서관서비스수행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

  - 자신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도서관기능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권한

  - 위반사항을 이유로 절차의 도입을 권유하는 임무

제64조(감독관의 기록 및 보고)

  감독관은 모니터링 실시 후, 자신의 검토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고, 도서관의 소관기구와 

설립자 또는 계약당사자 등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감독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적어도 1년 이내 소관부처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별 도서관에서 실시한 감독사항

- 발견된 위반사항 및 대응조치

- 본 법령 제2조에서 명시한 공공서비스 조직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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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처벌조항

제65조(위반)

  해당도서관의 책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10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도서관이 기본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권리를 위반하는 경우(제8조)
- 도서관이 법정등록 이전 또는 서비스수행에 요구되는 필요조건을 갖추었다는 최종 판단을 

받기 이전 도서관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제36조 마지막 항목) 

Ⅷ. 과도 및 최종 조항

제66조(슬로베니아 국립대학도서관)

  슬로베니아국립대학도서관(NUK)은 국립도서관의 자격을 가지며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한

다. NUK의 관련 규정은 실시 6개월 내 본 법령과 조정되어야 한다. 

제67조(도서관정보국의 과업 수행)

  마리보르(Maribor)정보학연구소는 본 법령 시행 후 도서관정보국의 과업 수행을 지속해야 한

다.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는 6개월 내 설립헌장과 본 법령의 해당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

제68조(슬로베니아대학교의 대학도서관 임무 인수)

  슬로베니아국립대학도서관은 슬로베니아대학교의 대학도서관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슬로베

니아대학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 법령의 제34조에서 언급된 국립도서관 경영기구

에 2명의 이용자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전 절에서 언급된 과업수행의 방식은 슬로베니아대학교와 슬로베니아국립대학도서관간 계

약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69조(전문가 시험)

  이전 규정에 의해 도서관전문가시험에 합격한 도서관전문직원은 본 법령에 의한 도서관전문

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령 시행 이전 도서관활동을 수행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던 학교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전문 직원은 본 법령 시행 이후에도 사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법령 제39조에서 언급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사서 시험에 응시하였던 도서관 전문 직원

은 이전 규정에 의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3개항에서 언급된 이들을 제외한 도서관 전문 직원들은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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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본 법령에 의한 사서시험을 보아야 한다.

제70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설립 헌장 채택 시한)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는 본 법령의 시행 후 3개월 이내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설립헌장을 

채택해야 한다.

제71조(법적 규정 및 훈령의 채택 시한)

  본 법령에서 언급한 규정 및 전문훈령의 수행은 본 법령이 실시되고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

되어야 한다.

제72조(모니터링 점검의 착수 시한)

  본 법령 제59조에서 언급된 모니터링 점검은 본 법령이 시행되고 6개월 이내 실시되어야 

한다.

제73조(본 법령과 조정 시한)

  도서관과 해당 설립자는 본 법령 실시 후 1년 이내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을 본 법령과 조정

해야 한다.

제74조(본 법령에 의한 재정의 개시)

  도서관의 재정을 언급한  본 법령의 조항은 2002년 1월 1일에 그 시행이 개시되어야 한다.

제75조(현행법령의 폐지)  

  구 도서관법(SRS 관보 제27/82호)은 본 법령이 개시 되는 날 효력이 상실된다.

제76조

  본 법령은 슬로베니아공화국 관보에 고시되고 15일 이후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1) National & University Library. 2004. The Library System in Slovenia: the Identity Card. 

<http://www.nuk.uni-lj.si/documenti/pdf/slovenian_librarianship.pdf>
  2) Slovenia,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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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국가

아프리카국가들을 위한 ｢공공도서관법 모형｣
- 1962년 유네스코에서 개발 보급

전 세계 69억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검은 대륙 아

프리카는, 세계 GDP의 2% 내외에 불과한 경제비중으로 세계질서의 뒤편으로 밀려나 

있지만,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잠재력으로 언론의 주

목을 받고 있으며,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소외의 땅이라는 식민시절의 짙

은 그늘을 걷어내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도전의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2차대전 이후 희망의 대륙으로 불리며 냉전기 세계질서의 한 축을 담당

하는 제3세력으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였지만, 일부 국가들은 쿠데타와 독재로 이

어지는 오랜 내전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소진하며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한편으로 선진국의 원조와 자선단체 후원에 의존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공공도서관법모형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이 절정을 이루던 

1960년대 초반 신생국의 시급한 문맹해소와 사회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법률적 기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2년 9월 유네스코가 나이지

리아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공공도서관개발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안을 번역한 것이다.

반세기를 거슬러 작성된 공공도서관법령모형을 새삼스럽게 주요국 도서관법령으

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모형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는 하나, 과거 

영국연방에 속하였던 영어권 국가들의 도서관정책체계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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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내 도서관정책을 책임지는 행정기구로서 문화

부장관이 임명 ‧ 감독하는 ‘도서관위원회’를 법인으로 두고, 위원회에게 도서관정보서

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정책을 추

진하도록 권하고 있다.

본 법령모형에서 도서관위원회는 법정 법인으로서,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제공을 기

본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제공,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 국가서지 작성, 문

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임무로 부여받고, 이를 위해 토지 등의 매입과 처분, 직원의 채

용과 해고, 급여 및 연금‧ 수당의 지불 등을 권한으로 부여받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지만, 목적사업을 통한 수입과 투자수익, 기부금, 서비스요

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예산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도서관이용규정과 도서관시

설 및 비품의 이용규정, 자료대출연체료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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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국가들을 위한 ｢공공도서관법 모형｣
- 1962년 유네스코에서 개발 보급

(법명) 

  ○○○ 도서관 위원회 설립과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법

(개시) 

  1962년 1월 1일

(제정) 

  ○○○ 입법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한다.

(약칭)

  제1조 이 법은 1962년 ○○○ 도서관 위원회 법으로 칭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위원회”는 이 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 도서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장관”은 현재 교육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법의회의 의원을 의미한다.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임명된 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한다.

위원회 구성

(도서관 위원회 설립)

제3조 이 법에 의해 부과된 기능이 있는 ○○○ 도서관 위원회로 칭하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 구성)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을 넘지 않은 위원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다음과 같다.
    (a) 4명은 장관이 임명한다.
    (b) 1명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명한다.
    (c) 1명은 국어문학 국을 대표하여 임명된다.
    (d) 4명은 지방 정부 측에서 지명한다.
    (e) 1명은 ○○○ 도서관 협회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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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3)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다.
  (4) 공석을 메우기 위해 임명된 구성원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5) 위원회 구성원이 어떠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이가 임명

될 수 있다.

(법인조직으로서의 위원회)

제5조 위원회는 영구 계승과 공인(公印)이 있는 법인체이고 법인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

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와 절차)

제6조 이 법의 부칙에 관한 조항은 위원회 회의와 절차 및 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설립한 소위원

회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일반적인 기능)

제7조 (1) 위원회의 의무는 ○○○ 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 정비, 관리,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2)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은

    (a)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인종, 정치, 종교에 관계없이, 니즈와 상황에 따라 도서 및 

기타 기록물에 대한 전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혜택을 준다.
    (b) 특히 상업, 과학, 기술과 관련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c) 도서 이용 및 기타 기록물 이용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아동 서비스)

제8조 아동 및 청소년의 도서관 자원 이용 필요성의 측면에서 위원회는 이들의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부가 기능)

제9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a) 각각의 직무에 적합하도록 관리의 교육, 심사, 증명 및 사무직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만든다.
    (b) 국가 서지, 도서 목록 및 특별 목록의 출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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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에 대한 지출)

제10조 위원회는 문화적 성격의 활동에 관한 비용을 제공하고 지출하며 강연, 전시회 및 기타 

행사의 입장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토지 등을 매입할 권한)

제11조 위원회는 부동산이나 동산인 자산을 투자나 다른 목적으로 매입, 보유, 관리, 처분할 권

한이 있고, 이 법 및 다른 성문법에 의거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연차보고서 발간)

제12조 (1)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2) 연차보고서에는 이 법 19조에 의거, 회계감사관이 공인한 계정에 대한 충분한 개요를 포

함해야 하고 장관이 지시한 형태와 방식대로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직원

(서비스 조건)

제13조 위원회는 위원회 관리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임명, 승진, 이동, 임명 취소, 해고, 규율 통

제, 서비스 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직원 채용 권한)

제14조 위원회는 도서관장(Chief Librarian)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서

이어야 하며,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제15조 위원회는 기여식 또는 무기여식 기반에 상관없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일부 위원

회 관리와 직원에게 연금, 퇴직금 및 기타 수당 지급을 위하여 준비한다.

(직원 급여)

제16조 위원회 관리와 직원의 급여 규모는 능력과 직책에 걸맞아야 하며 해당 직책에 대한 좋

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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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조항

(위원회 기금)

제17조 (1) 위원회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위원회의 일반적 목적을 위한 모든 수입

    (b) 모든 정부 보조금 및 차입금

    (c) 위원회로 인한 모든 청구 금액과 위원회가 수령한 금액

    (d) 위원회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모든 이자

    (e) 모든 기증품 및 기부금

    (f)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

  (2) 위원회 기금은 이 법이 승인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여행경비 지급)

제18조 위원회나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원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나, 위원회는 위원회나 소

위원회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에 대해서 환급해 줄 수 있다.

(회계 및 감사)

제19조 (1) 위원회는 회계를 맡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며 매 회계연도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국장이 지시하는 형식으로 결산보고를 준비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임명하고 장관 승인을 받은 감사관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증명서

를 받고 난 후 이 법 12조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간 예산)

제20조 위원회는 고시에 의거하여 승인된 형태로 다음 해 예산을 준비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출이 발생할 수 없다. 

(도서관 비용)

제21조 도서 및 기타 자료의 대출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나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요청자료가 준비되었다는 통지를 위한 우편 비용

    (b) 대출 연체로 인한 비용

총칙

(규정)

제22조 위원회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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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원회 관리하에 있는 도서관 이용 규정을 위해

    (b) 이러한 도서관과 도서관의 설비, 비품, 내용물의 보호를 위해

    (c) 이 도서관에서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대출한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 및 벌금을 위해

(도서관 협력)

제23조 도서관 간 협력을 발전시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의 도서 자료를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와 절차

제24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시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적어도 일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제25조 위원회 위원장은 적어도 4명의 위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재 시에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주재하도록 한다.

제27조 (1)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결정 권한이 있는 모든 문제는 참석한 구성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2) 위원장은 투표권이 있고, 이외에도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던질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6명이다.

제29조 도서관장 (Chief Librarian)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만 위원회에서 나

온 문제에 관한 투표권이 없다. 

제30조 (1) 위원회 구성 또는 재구성 후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전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의 활동은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고, 의사록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송부되고 승

인되면,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2) 위원장과 간사는 직권상 겸직하는 집행위원회 구성원이 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특정한 부분을 이끌거나 그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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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되는 소위원회나 하위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 모든 위원회 회의 절차를 담은 의사록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책에 

담고, 이러한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 주재자가 서명한다.

제32조 위원회는 적절한 업무 처리 및 위원회 회의를 위한 의사 규정(Standing Orders)을 수시로 

제정한다.

제33조 부칙에 관한 조항은 문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적용되고, 소위원

회는 이를 따르고 준수한다. 단,
    (a) 소위원회는 의사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b) 소위원회의 정족수는 3명 또는 소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의 1/3 중 더 많은 수로 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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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 ｢공공대출권법 1979｣
- 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1. 공공대출권 제도의 개요

  공공대출권이란 공중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대출로 인하여 

저작물의 판매수요가 감소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대출횟수 만큼 저작자에게 재

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여권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 구매 저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빌려줌으로써, 독자

들의 저작물 구매기회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에서의 출판물 판매 감

소를 불러와 저작자의 인세수입이 줄어드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유럽의 공공대출권 제도는 19세기 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대출서비스에 대

한 작가들의 보상요구가 이어지다가, 2차대전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하여 제도화되었다. 도서관과 출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6년 덴마크에

서 도서관대출보상을 제도화 한 이후, 노르웨이(1947), 스웨덴(1954), 핀란드(1963), 

아이슬란드(1968) 등이 참여하였고, 네덜란드(1971), 독일(1972), 오스트리아(1977) 

등의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확대되어, 전 세계 29개국에서 실시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79년 공공대출권법을 제정하여, 1982년부터 공공대출권 운영을 

위한 상세한 시행계획을 수립되어 실시하여 오고 있다. 공공대출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매체스포츠부에 소속하고 있는 공공대출권등록소에 사전 요건을 갖

추어 등록을 필요로 한다. 공공대출권등록소는 1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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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판계인사와 도서관사서, 정부출연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사업자문을 받아 운영된다. 

  영국에서 공공대출권 보상은 호혜성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의 저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저작물에 대한 공공대출권 보

상금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권리단체를 통하여 권리자격자들에게 분배된다. 공공대

출권은 애초에 저작자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이 점차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해당 저작물의 편집자, 초록자, 삽화가, 번역자 등에게도 일정 비

율이 지불된다. 

  공공대출권 보상금은 최대 6,600파운드에서 최소 1파운드까지 지불된다. 등록소

에 등록한 작가는 34,000여명으로 이중에서 2009년도 도서관대출에 대한 표본조사

에 기초하여 2010년도에 보상금 혜택을 받은 작가는 23,241명으로 1파운드에서 99

파운드까지는 17,241명(74.2%), 100파운드에서 999파운드 까지는 4,385명(18.9%), 

1,000파운드에서 4,999파운드까지는 1,214명(5.2%), 5,000파운드부터 6,600파운드까

지는 362명(1.6%)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유럽연합과 일부 영연방계열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도

서관무료이용과 공정사용의 전통이 우세한 여타 국가에서는, 비영리적 도서관대출

에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저항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개인

의 권리보호를 사회적 이용권리에 우선하는 모순적인 성격으로 공익과 사익의 균

형을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전 세계 150여국 1,700여 기관‧단체‧개인회원을 대

표하고 있는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2005년4월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도서관대

출에 대한 대여권 보상제도는 공공도서관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접근기회를 위협

하고, 시민사회 정보서비스의 민주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주장하며,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주요 논의사항의 하나로서 지적재산권 보

호의 범위 내에서 대여권 혹은 공공대출권과 관련한 제도화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서관 대출과 같은 비영리적 공공대여가 TRIPs협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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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등 국제저작권협약에서 규제하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

은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작권 중 대여권 보상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저작물의 사회적 기여

도를 측정하는 방편으로서, 자국어 창작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국가에서는 도서관대출건수가 아니라 도서

관 소장권수나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예산액을 기준으로 공공대출권 보상금을 산정

하여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공공대출권법의 주요내용

  제1조에서는 공공대출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

관 대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영국 내 지방도서관당국(Local Library 

Authority)에 의해 공중에게 대출되는 도서에 대해 중앙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상금

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공공대출권 운영을 위한 등록소의 소장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도서의 종류와 명세 및 범위, 

지불되는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의해 실행하도록 하였다. 도서가 갖

는 공공대출권의 지속기간은 도서의 출간일로부터 저작사망 후 5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제2조는 공공대출권 보상재원에 대한 운영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되는 중앙기금으로부터, 공공대출권 보상금액은 물론 등록소의 운영비용과 기

타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서 

재원이 제공되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별로 200만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

다.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보고는 감사원의 검토를 거쳐 등록소의 사업보고서

와 함께 상하 양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는 공공대출권제도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무장관이 작성하는 시행계획은 상하 양원에 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

고, 특정도서의 대출건수를 참조한 자격여부와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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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도서관당국은 등록소의 요청에 따라 공공대출권에 해당

하는 도서의 공중 대출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서관

당국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등록소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등록부에는 공공대출권에 해당하

는 도서와 권리자의 상세 명세를 구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또는 부주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1,000파운드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다.

  제5조에서는 본 법령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법령의 실효범위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등록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신분과 급료에 대한 구

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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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법 1979｣

  저자들에게 공공대출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 [1979.3.22]
  가장 존엄하신 여왕폐하에 의해, 현 의회의 성직 상원의원과 세속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그리고 이들의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1조(공공대출권의 제정) 

  (1) 주무장관에 의해 작성되고 실행되는 시행계획에 따라, 영국 내 지방도서관당국에 의해 

공중에게 대출되는 해당도서에 대하여 수시로 중앙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공공대출권의 권리를 저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2) 공공대출권을 유지하는 도서의 종류 및 명세와 범위, 그리고 관련 중앙기금으로부터 지

불되는 금액의 규모는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장관은 시행계획

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자 및 도서관당국의 대표, 기타 관련자들과 상의해야 한다. 
  (3) 주무장관은 공공대출권등록소로 알려진 해당 등록소장을 임명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시행계획은 등록소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4) 등록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등록도서에 대하여 공공대출권의 해당 여부와 공공대

출권의 자격자 등을 증명하는 등록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5) 등록소는 모든 등록도서에 대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대출권에 합당한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당하게 결정된 모든 보상금액은 얼마동안 도서에 대한 해당권

리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채로서 등록소로부터 보상되어야 한다. 
  (6) 시행계획으로 작성된 모든 규정에 따라, 도서가 갖는 공공대출권의 지속기간은 도서의 

첫 출간 일부터(혹은, 늦으면 등록을 신청한 첫 해) 저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된 해까

지이다. 
  (7) 규정은 아래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시행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 등록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b) 개인자산이나 동산(動産)으로써, 유언에 의해 양도되었거나 법률을 적용하여, 할당 

혹은 지정을 받음으로써 전달되기 위한 권리

    (c) 당분간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대신하거나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d) 등록소가 지급한 통지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 영구적으로)

제2조(중앙기금) 
  (1) 중앙기금은 주무장관에 의해 설치되고, 등록소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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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무장관이 기금의 부담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요청된 금액을 승인하면, 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부터 수시로 해당 금액이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매 회계연도 부담액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총액은 이 법령의 부칙 제2항(등록소의 보

상금, 장려금 등)에 따라 제공자금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지불된 총액보다 적은 2백만 파

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무장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시작하는 재정연도와 관련하

여, 위 (2)조항에 따른 지불 총액 제한을 행정입법으로 수시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

나 해당 규정은 초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결의안으로 승인을 얻은 후 제정되어야 한다. 
  (4) 다음은 중앙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a) 시행계획에 의해 공공대출권에 적절한 해당금액

    (b) 등록소의 운영비용과 기타비용, 그리고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다고 본 법령에서 명시

한 경비

  (5) 자산 처리와 관련하여 등록소에서 받았거나 역할수행 중, 또는 본 법령에 의해 수령한 

자금은, 모두 중앙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외에 주무장관이 직접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지시한 경우에는 통합국고기금(Consolidated Fund)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6) 등록소는 적절한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주무장관이 직접 재무부의 승인

을 받는 방식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회계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

보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8월 31일 이나 그 전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감사

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소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보고 사본이 

상하 양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및 운영) 

  (1) 본 법령이 발효되는 즉시, 주무장관은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상하원 각 

의회에 해당안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시행계획 초안이 양 의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면, 주무장관은 행정입법의 훈령을 통

해(초안의 형태로) 시행계획을 발효시키고, 제정 이후 의회에 제출한다. 훈령은 시행계

획의 개별 조항이 다른 날짜에 발효되는 것을 허용한다. 
  (3) 시행계획은 특정도서관들에서 도서가 대출되는 건수를 참조하여, 공공대출권 자격여부

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이는 시행계획에 의해 제정된 규

정에 따라 확인되거나 시행계획에 의해 상세히 명세가 밝혀져야 한다. 
  (4)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서관은”
    (a) 공공에게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도서관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하나를 

의미한다. 
    (b)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모든 해당 장서를 포함한다. 
  (5) 시행계획은 지방도서관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 등록소가 요구하거나 주무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으로서,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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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 도서의 공중에 대한 대출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b) 공공대출권의 등록, 확인, 관리 등 유지업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서를 집계

하고 인장을 찍거나 부호화하여 정리하는 임무

  (6) 등록소는 중앙기금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행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도서관

당국에 의해 지출된 모든 비용을, 시행계획이 규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확인되는 해

당 지출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7) 본 법령(및 특히 본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은 위의 제1조 (2)항에서 언

급한 대로, 협의 이후에 주무장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것이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의

회 양원의 결의과정에서 폐기되는 조건으로, 행정입법의 명령에 의해 발효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무장관이 생각하기에 시행계획을 계속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과도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8) 주무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등록) 
  (1) 등록부는 도서와 저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등록부 가입신청서는 공공대출권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도서의 종류와 

기재사항 또는 범주에 해당한다면 해당 도서의 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은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특정도서에 대해서와 당분간 해당 권리를 갖고 있

는 개인에 대해서도 등록부에서 확실히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시행계획에는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등록부에서 제정 및 수정되는 

기입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기간 도서의 공공대출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개인이나 해당 도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는 데 대한 특정한 규

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등록소는 최소 10년 동안 공공대출권의 방식에 의한 보상금의 발생이 없는 도서와 관

련하여 등록부에서 모든 기입사항을 직접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복구하기 위

한 후속 신청에서 권리침해는 없을 것이다. 
  (6) 등록소는 규정된 규모와 비율에 따라 등록부 기입사항의 사본을 제공하는데 대한 요금

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 사본은, 등록소장이나 해당 업무에 권한을 가진 등록소 직

원(해당 권한은 검증이 불필요해야 한다)에 의해 인증을 거쳐서, 모든 법률적 절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7) 등록부상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서, 특정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문건을 작성

하거나, 분별없이 특정 자료에 문제가 있는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이 조

항을 위반한 개인은 1,000파운드 이내 벌금의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8) 전 (7)항에 의거 법인체에 의한 위반은, 법인의 대표나 관리자, 사무장, 기타 유사업무 

담장자 등의 동의나 묵인에 의한 것이든지 부분적으로 태만에 의한 것이든 간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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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개인은 해당 위반에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조(인용 등) 
  (1) 본 법령은 ‘공공대출권법 1979’로 인용된다. 
  (2) 본 법령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법령의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주무장

관에 의해 작성되고 발효된 시행계획에 대한 것이다(제3조 (7)항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또한 “지방도서관당국(local library authority)”은 다음을 뜻한다. 
    (a)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에 의한 도서관당국

    (b) ‘스코틀랜드공공도서관법 1955’에 의한 법정 도서관당국

    (c)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서관 규정 1972’에 의한 교육도서관위원회; 
       “규정”은 시행계획에 의해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등록”은 등록소에 의해 제정되고 관리되는 제1조 (4)항에서 요구하는 등록을 의미

한다. 
       “등록소”는 공공대출권 등록소를 의미한다. 
  (3) 본 법령은 제정된 이후 의회에 제출되기 위해, 법정기구에서 주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으로 결정되는 당일 발효된다. 
  (4) 본 법령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된다. 

부   칙

공공대출권 등록소

제1조 등록소직원은 임명 조건에 따라 직무를 맡거나 사퇴한다. 그러나 그는 주무장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직무를 사직할 수 있다. 또한 주무장관은 등록소 직원의 능

력부족 및 부정행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2조 
  (1) 주무장관이 결정한 보상금과 수당은,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가 제공하는 자금에

서 등록소에 의해 지불된다. 
  (2) 등록소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결정한 대로 관련 승인을 얻어, 

연금과 수당 또는 상여금에 제공될 목적으로 할당된 분담금이나 지불금으로부터 연금

과 수당, 상여금 등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이 등록소 직무를 사직하고 할 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주

무장관이 인정한다면,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결정된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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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중앙기금으로부터 해당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4조 “하원 부적격 법 1975”(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부칙 1의 3장(기타 

부적격한 직무)에서 “공공대출권 등록원”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삽입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는 북아일랜드의회 부적격 법 1975 (Northern Ireland Assembly Disqualification 
Act) 부칙 1의 제3장에도 삽입되어야 한다.

제5조 
  (1) 공공대출권등록소는 법인인감을 갖는 단독법인이 된다. 
  (2) 등록소 직원은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조 “문서증거법 1868”(The Documentary Evidence Act 1868)은 등록소가 문서증거법 부칙의 

첫 문단에 포함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또한 등록소 및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 해당 

부칙의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당 법령에서 언급된 규정이 

등록소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해 작성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는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제7조 
  (1) 등록소는 직원들의 수에 관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등록보조원과 적절한 직원

을 임명할 수 있다. 그들의 임기 및 직무조건, 그들에게 지불되는 보수 및 수당은 등록소

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록소는 이 조항에 의해 임명된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시할 수 있다. 
    (a)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연금, 수당, 상여금에 대하여 등록소가 결정할 수 있다. 
    (b)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연금, 수당, 상여금의 지불금액에 대해서 등록소가 결정할 수 

있다.
    (c) 등록소가 결정하는 연금, 수당, 상여금의 지불금액에 대해 시행계획에서(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3) 본 조항에 의해 보수와 수당의 지불을 위해 요청되는 모든 자금과, 연금,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전(2)항의 목적으로 요청되는 자금은 중앙기금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4) 본 조항에 의해 등록소에 의해 결정되거나 지시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및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청되는 모든 것(본 부칙의 제7조 제외), 또는 시행

계획에 의해 요청되는 모든 것, 등록소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것들은, 등록소에 의해 해당업

무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등록소 직원이나 등록보조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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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 더비셔 주(州) ｢도서관 조례｣
- 공공도서관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시

  더비셔 주(Derbyshire County)는 영국 미들랜드 지역의 중북부에 위치한 인구 76

만여 명의 산업지역으로, 페나인산맥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혁명기 직

물산업을 시작으로 기계 철강 등의 중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주도는 매틀록(Matlock)

이다. 주 의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으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서비스는 자

치단체 지역사회문화서비스 부서에서 주관하고, 모두 46개의 공공도서관과 12개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금번 소개하는 더비셔 주 ｢도서관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서

비스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역투표자명부에 기재된 지역주민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거주자로서 지역소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지역소재 직

장에 다니는 사람, 지역소재 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도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이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증은 한 도서관에서만 발급받아 모든 도서관에서 통용하며, 이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 대출은 21일, DVD 

및 비디오 등은 1주일을 기본으로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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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연체자는 주 도서관당국이 정한 연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출도서의 훼

손이나 분실의 경우는 해당 도서의 복구 및 대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예약

도서비스나 비디오나 녹음자료 대출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10조에서 콜레라 ‧ 천연두 ‧ 재귀열 ‧ 발진티푸스 등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도서를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도서대출 후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도

서관에 직접 반납해서는 안 되며 공중보건검사관에게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5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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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더비셔 주(州) ｢도서관 조례｣
-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법｣에 따라 제정

총론

제1조 이 조례를 해석하는데 있어

a) “법”은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을 의미한다.
b) “도서관 당국”은 더비셔 카운티 의회(Derbyshire County Council)를 의미한다.
c) “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당국이 법에 의거한 기능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d) “도서관장”은 도서관 당국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나, 도서관장의 부재 시 도서관장을 대신

하여 도서관 당국이 지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e) “도서관 관리”는 법령에 의거한 기능을 목적으로 도서관 당국이 고용한 사서나 기타 인력

을 의미한다.
f) “도서”는 모든 종류의 책, 저널, 팸플릿, 악보, 필사본, 그림, 인쇄, 사진, 조판, 동판화, 증서, 

지도, 차트, 도면, 음성 녹음, DVD, 동영상 녹음, 영화 및 도서관 콘텐츠의 일부를 구성하

는 같은 특성을 지닌 것이나 도서관 당국이나 당국을 대신하여 대출해 준 것을 포함한다.

제2조 도서관장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도서관 장서 및 기타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대출 도서관

도서 대출자격

제3조 도서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도서관 당국 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해당 지역 투표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거주자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자

b) 비거주자로서 도서관 당국 지역 내 보유 자산과 관련하여 최근 의회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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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c) 비거주자로서 도서관 당국 지역 내에서 임시직을 제외한 피고용자로서 고용되었다는 충분

한 증거를 제출하는 자

d) 비거주자로서 도서관 당국 지역 내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로서 다니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

를 제출하는 자

e) 모든 더비셔 카운티 의회 직원

f) 도서관 당국과 상호 회원 협정을 맺은 타 도서관 당국 지역 거주자나 현재 그 지역 도서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도서관 이용증 신청

제4조 a) 도서관 이용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보통 도서 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서관 이용

증은 도서관 당국이 수시로 정하는 수만큼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b) 도서관 이용증 발급은 공식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는 신분과 현주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다.
c) 도서관 이용증 발급 시 한 서명은 본 도서관 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d) 도서관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 이용증은 도서관 한 곳 이상에서 발급받

을 수 없다. 도서관 이용증은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e) 도서관 이용증으로 대출한 도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 도서는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이용자는 이용증 분실 시 즉각 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소 변경 

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f) 이용증 분실 후 재발급에 대해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으며, 비용은 도서관 당국이 수시로 

결정한다.  

도서 대출 및 반납

제5조 보통 도서 대출 기간은 21일, 음성 녹음은 7일, DVD/비디오 녹음은 2일 또는 1주일이나, 
도서관장의 재량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대출 도서, 음성 녹음, DVD/비
디오 녹음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해 다른 이용자의 대출요청이 없으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연장은 도서관장의 특정 권한 없이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6조 이용자는 도서를 예약할 수 있으나 예약도서의 보관기간은 1주일 이내이다. 도서 예약서

비스에 대해 도서관 당국이 수시로 정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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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자는 반납일 내에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일을 넘긴 이용자는 해당 도서에 대해 

도서관 당국이 수시로 정한 기준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도서는 어느 더비셔 카운티 도서

관에도 반납할 수 있으며 도서관 당국 관리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제8조 음성 녹음 및 DVD/비디오 녹음 대출시 도서관 당국이 수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도서 이용

제9조 반납 시, 반납 도서가 복구될 수 있는 손상을 입은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도서를 반납한 

이용자는 복구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도서가 복구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경우 분실 시 해당 

도서를 대체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0조 어느 누구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병(콜레라, 전염병, 재귀열, 천연두, 발진티푸스 등)에 

걸린 자의 도서 이용을 위해 도서를 대출하거나 이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허

가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 어떤 도서도 도서관에 반납해서는 안 되며, 도서관 

당국이나 구의회(District Council) 공중보건 검사관에게 도서가 감염에 노출되었음을 즉각적

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1935년 공공보건법 155조에 의거, 5파운드를 이

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 도서관

제11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아동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도서관 이

용권으로 아동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참고 도서관

제12조 누구나 참고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증은 필요 없다.

제13조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도서관 당국의 재량으로 추후 도서관 이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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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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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도

인도 ｢오리사 공공도서관법 2001｣
- 오리사주(州) 공공도서관서비스체계를 규정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발간하는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7월 현재 인도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45,000여개 관, 대학연구도서관은 13,415개관, 학교도서관 

293,427개관, 정부기관전문도서관 180개관 등 모두 352,000여 개 이상의 도서관이 운

영 중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인도연방공화국의 광대한 지방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

하고, 공공도서관의 유형 역시 지역마다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계결과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까지 파악된 도서관통계의 가장 근접한 수치로 

인정된다. 

인도의 공공도서관은 식민지 강점기에 사회교육과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문맹을 해소하고 공동가치를 선양하기 위한 계도적 임무로서 성장한 

내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각종 사회교육단체, 종교단체, 친목 및 봉사단체 등 자생

적 민간 활동으로 성장한 공공도서관들은, 독립이후 전국적인 도서관네트워크의 정

비과정에서, 주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도서관, 마을도서관, 분관 및 작은 도서관 등

으로 연결되어 위계적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지역공공도서관 협력체계로 정비되었

다. 

특히 사원, 교회, 성당, 수도원, 종교학교 등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

이 사회적으로 공공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들은 공립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로 정비되어 지역도서관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발전의 한 축을 형성

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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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도서관관련 사무는 헌법상 주정부의 소관업무로 구분된다. 도서관 관련 

정책은 주별로 입법제도를 마련하여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주정부에서 도서관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곳은 1948년 마드라스 주(州)(현 타밀나두주)에서 제정한 ‘공공도서

관법’이 효시가 된다. 이는 당시 유명한 도서관 학자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법령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법이 보급되는 단초로 기록되

고 있다.

오리사주(Orissa州)는 인도 동부지역 벵골(Bengal)만에 인접하는, 인구 3천7백만의 

중견 자치주이다. 공공도서관업무를 주관하는 주정부 문화관광부에서 소개하는 공공

도서관 정보에 의하면, 주 내에는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1개관, 시립도서관(City 

Library) 1개관, 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 17개관, 지역연합위원회도서관(Ex-District 

Board Libraries) 6개관, 기념관도서관(Memorial Hall Libraries) 4개관, 정보 및 홍보부서

에서 운영하는 열람실 및 정보센터(Reading Room and Information Centre) 23개관, 자치

단체도서관(Municipality Library) 12개관, 블록도서관(Block Library) 314개관 등 모두 

378개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오리사주공공도서관법(2001)｣은 오리사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 및 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정

부의 도서관 기본법이다. 이 법령에 따라 오리사주정부는 문화관광장관이 의장을 맡

고 다양한 분야 관련인사가 참여하는 ‘오리사공공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정부

의 도서관서비스 및 교육훈련, 도서관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본 법령에 따라 주정부는 ‘오리사도서관국’이라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주의 공공도

서관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급 도서관서비스 기준을 결정하며, 도서관국은 공

공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당면하는, 기금의 운용, 도서의 선정정책, 업무조정, 회계승

인 및 보고,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주립도서관은 주의 대표도서관으로서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관장을 맡도록 하

였고, 상호대차를 제외한 대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연구수준의 장서를 갖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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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서관으로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주의 30여개 지역마다 중심부에 지역도서

관을 설립하고, 인구 20만이상의 도시마다 시립도서관을 설립하며, 지역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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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 공공도서관법 2001
- 오리사 법령 2002년 제3호 

[2002년 11월 3일자 오리사 관보 제368호]

  법령 제4623호 : 오리사 입법의회에서 제정된 다음의 법령은 2002년 2월 28일 주지사의 동의

를 얻어 아래와 같이 일반정보용으로 공표됨.

  오리사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오리사주 소재 도서관들을 유지 ‧ 규정 ‧ 안내 ‧
감독 ‧ 관리 ‧ 통합 및 강화하며, 농촌과 도시를 포괄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또는 이에 따른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령

  본 법령은 인도공화국 52주년에 오리사 주 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1조(법명 및 시행일) (1) 본 법령은 ‘오리사 공공도서관법 2001’로 불린다. 
  (2) 오리사주 전체에 적용된다. 
  (3) 주 정부가 공고로 지정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정의) 본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 법령에서는

  (a) “정부지원 도서관(aided library)”은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서

관기금으로부터 보조받기 적합하다고 관장(Director)이 지정한 도서관으로, 정부로부터 보

조금을 받는 도서관을 포함한다.; 
  (b) “책(book)”은 다음을 포함한다. 모든 언어의 모든 책, 책의 일부분, 팸플릿;
    (ⅱ) 모든 악보, 지도, 차트 또는 개별 인쇄되거나 석판 인쇄된 도면 그리고,
    (ⅲ) 공중 서비스 목적의 신문, 연속간행물, 그림, 필사본 필름 슬라이드, 필사본 낱장도면, 

마이크로필름, 시청각정보나 전자정보용 디스크 혹은 자기테이프

  (c) “시립도서관(City Library)”은 제10조 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으로 설치되거나 공표된 공공

도서관을 의미한다.;
  (d) “회의(Council)”는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오리사공공도서관회의(Orissa Public Library 

Council)를 의미한다.;
  (e) “관장(Director)”은 제7조에서 언급한 공공도서관 관장을 의미한다.;
  (f) “문화국장(Director, Culture)”은 오리사 정부의 문화국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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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은 제10조 (1)항에 따라 지역도서관으로 설립된 공공도서관

을 의미한다.;
  (h) “지역도서관위원회(District Library Committee)”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도서관위원

회를 의미한다.;
  (i) “간디 도서관(Gandhi Pathagar)”은 마을단위로 정부가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한다.; 
  (j)　“정부(Government)”는 주(州)정부를 의미한다.;
  (k) “도서관국(Library Authority)”은 제4조에 따라 운영되는 오리사 공공도서관국을 의미한다.;
  (l) “도서관기금(Library Fund)”은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오리사 공공도서관기금을 의미한

다.; 
  (m)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는 도서의 대출과 참고서비스, 도서의 초록과 서지 및 

색인 작성, 전자매체에 기록된 정보접근 등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n) “규정된(prescribed)”은 본 법령에 의해 규칙으로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o)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은 다음을 의미한다.
    ⓐ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며 공중에게 개방되는 도서관; 
    ⓑ 분관 및 배본거점 역할을 하는 간디도서관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개방되어 정부의 하위 

혹은 기타 부서에서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도서관과, 만약에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부에 의해 공공도서관으로 공표된 기타 도서관

  (p) “공공도서관시스템(Public Library System)”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도서관서비

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州)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에 의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한 것을 의미한다.;

  (q) “라자 람 모한 로이(Raja Ram Mohan Roy) 도서관재단”은 인도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인도 정부가 설립한 라자 람 모한 로이 도서관재단을 의미한다.; 
  (r)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은 주의 수도에 소재하며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으로, 

쿠루쉬나 마하탑(Hare Krushna Mahatab) 주립도서관이라 불리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s) “연도(Year)”는 재정연도를 의미한다. 

제3조(오리사공공도서관회의의 구성) (1) 공공도서관 시스템 및 서비스 그리고 기타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정부에 의해 공식화된 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시스템과 도서관서

비스의 경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공고를 

통해 ‘오리사공공도서관회의’라고 불리는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2) 회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관광문화부장관은 회의 의장을 맡는다.;
    (b) 관광문화부, 고등교육부, 학교 ․ 대중교육부, 국세청, 정보 ․ 홍보부, 마을자치회의

(Panchayati Raj), 재무 ‧ 정보기술부 등 관련부처 주무관.;
    (c) 공공도서관장은 간사가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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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정부가 지명하는 15명의 기타 위원

  (ⅰ) 오리사의회 의원 중 한 명.
  (ⅱ) 오리사 주 또는 기타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 중 한 명;
  (ⅲ) 주(州) 지역 위원회(Zilla Parishad)의 의장 중 한 명;
  (ⅳ) 정부의 의견에 따라 도서관시스템 및 도서관서비스 전문가 한 명;
  (ⅴ) 도서관운동 및 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주에 있는 모든 도서관협회 

간사 회장인 한 명;
  (ⅵ) 주에 있는 여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박사 후 교육 중인 교수자 중 한 명: (ⅲ)호 

및 (ⅵ)호에 규정된 위원의 경우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순환방식으로 지명될 것이

다. 
  (ⅶ) 주의 세입부서로부터 지원받는 농촌 정부지원도서관의 대표로서 해당 세입부서감

독관에 의해 지명되는 세 명

  (ⅷ) 정부에 의해 지명되고 그 중의 2명을 여성으로 하는 세 명의 저명한 작가.
  (ⅸ) 오리사 주 경계 밖에서 오리야어를 사용하는 저명한 인물 두 명

  (ⅹ) 정부가 지명하는 도서출판사 대표 한 명.
  (3) 임기, 직무해임의 절차, 의회 구성원 사이의 공석을 채우는 방법 등은 규정에 따라 이행되

어야 한다. 

제4조(공공도서관국의 구성) (1) 정부는 본 법령의 발효 후 즉시 공고를 통해 ‘오리사공공도서

관국’이라 불리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오리사공공도서관국은 공인 인장을 갖고 영속적으

로 계승되는 법인으로서, 본 법령 및 본 법령의 의거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재산의 획득과 

처분,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도서관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관광문화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b) 관광문화부 담당관은 실무의장이 된다.;
    (c) 관장은 사무국장 회원간사가 된다.; 그리고

제5조(도서관국의 권한 및 임무) 본 법령의 조항 그리고 만일 있다면 정부의 일반 혹은 특별 

지침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도서관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임무를 수행한다. 즉,
  (a) 정부의 승인에 의거하여, 주의 공공도서관시스템 및 도서관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장기계

획을 발전시키고 완결하며, 관장을 통해 시행하는 것, 또한 마을부터 주에 이르기까지 도

서관서비스 기준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
  (b) 기금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을 인가하는 것;
  (c) 주립 공공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의 선택과 구매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해당 목

적을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개인 및 하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d) 관련 업무를 조절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기타 해당 하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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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해당 기금의 지출증명과 회계의 감사내역을 매년 승인하고 정부에 제출하는 것; 
  (f) 기증, 유증, 기부, 보조금 등을 수령하고, 도서관국으로 이전되는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g) 기타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규정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6조(의장의 권한 및 임무와 도서관국의 실무의장) (1) 도서관국장이 의장이 되고, 의장 부재 

시 실무의장이 도서관국 회의를 주재한다. 
  (2) 의장은 도서관국의 프로그램과 정책이행을 감독하고 기타 해당 권한을 행사하며,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3) 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서면으로 실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7조(공공도서관 관장회의의 구성) (1) 정부는 본 법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관장회의’라 불리는 개별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제(2)항에서 언급한 공공도서관 

관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정부 및 주립도서관의 현행 문화위원회에 속한 도서관분과 관

련 직위를, 규정방식에 따라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관련 공

무원 및 직원들로 구성된다.
  (2) 문화국장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되어야 한다. 

제8조(관장의 권한 및 임무) 정부의 지휘에 따라 관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도서관국의 프로그램과 정책체계에 대한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b) 본 법령의 조항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주립도서관) (1) 주립도서관은 1급 공무원 이상의 직위를 갖는 공공도서관장에 의해 운

영되어야 한다.
  (2) 주립도서관은 상호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에 대하여 대출도서관이 아니라 참고도

서관으로서 기능한다.

제10조(지역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1) 정부는 고시에 의해 모든 지역의 중심부에 지역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본 법의 발효에 앞서 정부가 설립한 지역도서관은, 본 법의 목적을 위해 본 

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도서관으로 간주된다. 
  (2) 인구 2십만 이상인 도시, 읍 혹은 기타 도시지역에서, 정부는 고시를 통해  지역 내에 이미 

지역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고, 또는 정부에 

의해 이미 설치된 현존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 정부는 고시를 통해 지역의 도서관서비스 운영을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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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각 지역마다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지역도서관위원회라고 불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임기, 직무해임의 절차, 지역도서관위원회 구성원 사이의 공석을 채우는 방법 등은 규정

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12조(오리사공공도서관기금) (1) 도서관국은 오리사공공도서관기금이라 불리는 기금을 운영

하며 다음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a) 정부보조금, 라자 람 모한 로이(Raja Ram Mohan Roy) 도서관재단 그리고 주 내의 도서

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재원;
    (b) 개인에 의한 기여, 기부 및 기증;
    (c)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인도인의 법인에 의한 기증, 기부 및 유증; 그리고

    (d) 고정자산의 이자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수입

  (2) 도서관기금에 포함된 모든 자금은 인도국책은행에 예치되거나 해당 방식으로 투자되고, 
규정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3) 도서관기금에 포함된 자금은 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4) 관장은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3조(회계 및 감사) (1) 관장은 도서관국 의장의 지시에 따라,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도서관기

금과 정례적인 수입 ‧ 지출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2) 도서관국 및 도서관기금의 회계는 오리사지방기금회계감사법령(1948)에 따라 감사를 받

아야 한다. 
  (3) 회계보고서는 관장에 의해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동일사본이 보고서상의 활동기록

으로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회신) 공공도서관 경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관장이 수시로 요구하는 해당

정보에 대해 관장 혹은 관장이 위임하는 다른 직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신 및 제공하여

야 한다.

제15조(공공도서관의 감사) 관장 혹은 관장이나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본 법령

이나 규정의 조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또는 관련 부속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제16조(연차보고서) 관장은 매년 말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년도 오리사주 도서관서비스 사업

에 대한 도서관국의 경과보고 및 연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는 관련정보와 함께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오리사주 입법의회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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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도서관의 관리전환 및 병합) 본 법령의 발효 이후, 정부는 주 공공도서관의 적절하

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시의 방식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모든 간디도서관을 적절한 등록자율기구로 전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제

정할 수 있다.
  (b) 본 법령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둘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단일 공공도서관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제18조(결원 등 무효절차) 법령과 의회의 절차가 없이는, 도서관국이나 지역도서관위원회는 구

성원 사이에 공석이 있거나 구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제19조(규칙제정권) (1) 정부는 공시의 방식으로 본 법령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2) 특히 전술한 권한의 일반적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칙은 다음의 사안들에 

적용될 것이다. 즉,
    (a) 제3조 (1)항에 따라 의회가 정부에 권고하는 주의 공공도서관시스템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업무;
    (b) 제3조 (2)항 (d)호의 규정에 따라 순환에 기초한 지명방식;
    (c) 제3조 (3)항에 따라 회의 절차의 기간 및 일시적 공석을 채우는 방식;
    (d) 만약에 있다면, 도서관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본래 임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문제,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제5조에 따른 도서관국의 권한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 
    (e) 제6조 (2)항에 따른 도서관국 의장의 기타 권한과 임무; 
    (f) 기타 공공도서관 부서의 임원과 직원들, 제7조 (1)항에 따른 주립도서관과 문화부서의 

직원 및 지위의 재구성 방법, 그리고 부서 임직원의 자격 및 경력 등;
    (g) 제8조 (b)호에 의한 관장의 권한과 임무;
    (h) 제11조에 의한 지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방법, 구성원의 임기, 직무해임 절차, 일시적 

공석을 채우는 방식 등;
    (i) 제12조 (2)항에 따라, 도서관기금이 예치되어야 하는 은행, 해당 예치금과 투자금의 운

영방식을 포함하여 해당자금이 투자되는 방식 등;
    (j) 제13조 (1)항에서 도서관기금의 수령계좌 관리방식 및 지급형식;
    (k) 제16조에 따라 도서관국의 연차보고서에 수반되는 정보 및 명세;
    (l) 제17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합병과 간디도서관의 전환방안;
    (m) 제2조 (a)호 및 제17조에 따라 도서관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조항 및 그에 대한 

적격성;
    (n)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될 필요가 있는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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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제제거 권한) (1) 본 법령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는 관보에 공표하는 훈령으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와 방법에 따라 본 법령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2년 기간 종료 후에, 별도 훈령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2)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되는 모든 규칙은 제정 즉시 오리사입법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Orissa State Library. <http://hkmsl.gov.in/index.htm>
  2) Culture Department, Government of Orissa. <http://www.orissaculture.gov.in/libraries_a.asp>
  3) IFLA World Report 2010 ; India. <http://www.ifla-world-report.org/cgi-bin/static.ifla_wr.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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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도

인도 고아 주(州) ｢공공도서관법｣
- 도서관정책의 합리적 추진체계를 법제화 

인도 서부 해안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고아(Goa) 주(州)는 1510년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되어 450년을 식민지로 있다가, 1961년 인도군대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1987년 인도의 25번째 주(州)로 탄생된 지역으로, 인도 속에 공존하는 유럽문화의 이

국적 풍광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일찍부터 서양문화의 관문이었

던 고아주는, 1832년에 이미 인도에서 가장 먼저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고, 1897

년 주립도서관으로 지정된 중앙도서관이 1957년부터 납본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가지

고 지역 내 출판물을 수집할 정도로 도서관문화가 잘 발전된 지역이다.

고아주의 도서관정책은 주정부 문화예술국에서 관장한다. 주 내의 공공도서관서비

스는, 주립도서관인 고아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의 시 ‧ 군 단위 지역(Taluka) 도서

관과 이들 지역도서관에서 관리하는 111개 마을(Panchayat)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위

계적 구조의 서비스체제를 가지고 있다. 고아 주 인구가 140만 명이므로 1관 당 

12,000여명의 서비스규모로서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보급망을 갖추고 있다. 고아주의 

공공도서관법은 지방정부의 도서관정책추진체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운영조건

을 법제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법령모형으로 참고할 만하다

주정부는 주 도서관서비스를 구축‧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에서 도

서와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정부 모든 부처와 산하기구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본 법령의 특징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도서관법

의 공공도서관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형무소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가정배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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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동도서관,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을 두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은행과 같은 공공사업기관의 도서관설치를 장려하는 조항

과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회원등록을 강제하는 조항, 구직자의 구직신

청등록에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등 독특한 운영규정을 두

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주정부의 도서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도서관협의회와 도서

관발전조직, 공공도서관, 협력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을 법제화하고 있고, 주내 

출판물에 대한 의무적 납본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제

출의무도 요구하고 있다.

고아공공도서관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의 제도적 근거로서 주내에서 소비되는 술에 대해 일정세율의 도서관세를 부가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주정부 교육예산의 1퍼센트를 공공도서관서비

스 증진을 위해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관심을 끄는 사항이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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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아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3｣
고아 정부 법무부 고시 7-4-94/LA

  1993년 고아 공공 도서관 법(고아 법령 제14호, 1995년)은 1993년 11월 26일 고아 입법의회에

서 통과되고 1995년 7월 29일 고아 주지사 찬성하였고, 그 결과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고

시한다.  

  1993년 고아 공공 도서관 법

  (고아 법령 제14호, 1995년7월29일)

  고아 주 공공 도서관의 설립, 유지, 발전 및 그에 따른 부수적 문제를 위한 법

  인도 공화국 44주년 되는 해에 고아 입법회의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한다.

제1조 요약 명칭, 범위, 개시 (1) 이 법은 1993년 고아 공공도서관법이라 칭한다.
  (2) 이 법은 전체 고아 주에 적용된다.
  (3) 이 법은 주 정부가 관보에 고시를 통해 정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는 문맥상 다르게 요구하지 않은 한

  (a) 지원받는(aided) 도서관은 기존 법에 의거해 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민간주도로 운영되

는 공공 도서관을 의미한다.
  (b) 협의회는 4조 (1)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주 도서관 협의회를 의미한다.
  (c) 문서는 종이 및 다른 재질에 쓰여 진 기록 같은 구체화된 사고(思 )로서 물리적 처리에 

적합하고, 공간 이동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
음과 같은 전통, 비전통적인 것을 포함한다. 인쇄 도서, 필사본, 점자, 악보, 암호(그림이 

음성 기호로 된 경우) 그림, 지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카드, 마이크로피시, 카세트, 음
성/시각문서, 플로피 디스크(비도서 자료) 신문, 간행물 및 기타 연속물 등

  (d) 도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책 한 권, 책의 일부분, 인쇄물이나 필사본,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된 문서, 자료,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사진, 콤팩트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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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개별적으로 인쇄되거나 석판 인쇄된 악보, 도표, 도면의 각 장

    (iii) 신문, 간행물 및 기타 자료

  (e) 도서서비스는 참고 서비스, 공공 도서관 도서 대출, 단체이용객에 도서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도서 위치를 파악하여 도서 이용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

다. 
  (f) 부처(departmental)도서관은 정부 부처에 의해 유지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g) 정부는 고아 주 정부를 의미한다.
  (h) 공공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i) 정부가 설립, 유지, 관리하고 대중에 대한 개방을 공표한 도서관

    (ii) 정부나 라자 람 모한 로이 도서관 재단 도서관 펀드(Library fund of the Raja Ram Mohan 
Roy Library Foundation)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공표된 

도서관

    (iii)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공공 도서관으로 고시한 도서관

  (i) 참고서비스는 도서관 직원이 이용자에게 도서 및 자료에 대해 알게 해주고, 위치 파악 및 

자문을 하여 해당 도서 및 자료를 통해 이러한 목적과 관련한 정보를 찾게 해준다. 
  (j) 주는 고아 주를 의미한다.
  (k) 연도는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제3조 도서관 서비스 구축 (1) 정부는 주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 유지, 발전시킨다.
  (2) (1)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a) 국민의 독서하는 습관과 독서 이용을 증진시킨다.
(b) 공공 도서관에서 적절한 도서와 참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c) 공공 도서관에 충분한 수의 장서를 입수한다.
(d) 공공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과 기관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e) 모든 정부 부서와 부속, 산하 기구에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f) 주 도서관에 적절하게 교육받은 인력 확보를 위해 도서관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 
(g) 주 도서관 직원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 및 확보한다.
(h) 공공 도서관과 문화 교육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i) 유용한 문학의 생산 및 출판을 장려한다.
(j) 형무소 도서관, 환자를 위한 병원 도서관, 가정배달 도서관을 설립하고 강화한다.
(k) 이동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도서관, 아동

도서관 전산화, 희귀 자료 마이크로 필름화를 장려한다.  
(l) 대중,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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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은행과 같이 공공 사업 분야의 도서관 채택 관행을 장려한다.
(n) 8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공공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킨다.
(o) 구직자가 읽고 쓰는 능력을 요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 도서관 등록/회원증을 제출해야 한다.
  (3) 정부는 3조에 의거한 기능 및 책임을 다음을 통해 수행한다. 

(a) 주 도서관 협의회(State Library Council)
(b) 주 도서관 발전 조직(State Library Development Cell)
(c) 주 공공 도서관(State Public Library)
(d) 협력 기관(Co-operating Institutions)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설립 (1) 정부가 이를 위하여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날로부터 

유효하여,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주 도서관 협의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장소

에 본부를 둔다. 
  (2) 협의회 구성

(i) 직책에 의해 겸직하는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도서관 주무 부처 장관이 의장이 된다.
  (b) 교육 국장 (Secretary)
  (c) 재무 국장 

  (d) 주 도서관 협회 의장 또는 회장

  (e) 주 도서관 관리는 협의회 서기(Member Secretary)가 된다 

  (f) 역사 아카이브 및 고고학 이사회 (Historical Archives and Archaeology) 이사

  (g) 고아 대학교 도서관장

  (h) 스쿨 에듀케이션 이사회 이사

  (i) 주 도서관장

  (ii) 고아 입법의회가 선출한 도서관 발전에 관심 있는 주 입법의회 의원 두 명 

  (iii) 협의회 의장이 임명한 문헌정보학 전문가 한 명

  (iv) 문헌 관련 도서관과 관련된 자원 조직 (voluntary organization)에서 한 명

(3) 협의회는 3조에서 언급되고 주 도서관 서비스 진흥 및 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해 

정부에 조언한다.
(4) 협의회는 도서관, 도서관 발전, 조직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주 도서관 발전 

조직 (State Library Development Cell)에게 조언한다.
(5) 협의회는 적어도 일년에 두 번 개최되고, 개최 간격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
(6) 임명된 협의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다. 
(7) 협의회 구성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직위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4조 (2) (ii)에 언급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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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로 면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이를 임명할 수 

있다.
(8) (삭제)

제5조 주 도서관 발전 조직 (State Library Development Cell) (1) 정부는 주 도서관 발전 조직

을 구성하고 이는 정부의 스쿨 에듀케이션 이사회의 한 조직이다. 주 도서관 발전 조직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a) 주 도서관의 연간 및 장단기 계획을 정부 및 중앙 정부의 개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b) 모든 공공 도서관 업무에 관한 기술 및 통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한다.
(c) 여러 분야의 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확보한다. 
(d) 탈루카스 구역(district talukas) 및 주 내 기타 도서관을 감독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다. 
(e) 지원받는 도서관에 보조금 시스템을 실행하고 감독한다. 

(2) 주 도서관 발전조직 (State Library Development Cell)의 수장 (이하 주 도서관 관리라 한다)
은 상기 직책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채용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임명한다. 

(3) 주 도서관 관리는 다음 의무를 수행한다.
(a) 협의회 및 협의회가 구성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b) 정부가 승인한 대로 협의회의 권고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c) 협의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d) 정부 주 도서관 발전조직이 정한 규칙의 대상이 된다.
  (i) 의회가 승인한 해당 년도의 업무 프로그램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ii) 지원받는 도서관에 보조금 시스템을 실행한다.
  (iii) 어디에 주 내 구역 및 기타 도서관을 설립할 지 결정하고 공공 도서관의 규칙 및 세

칙을 승인한다. 
  (iv) 지원받는 도서관을 주 공공 도서관에 흡수한다.

제6조 주 도서관 정부는 명령에 따라 주 내 주 도서관을 설립한다.

제7조 주 도서관 장서 (1) 주 도서관 장서는 현재 발효 중인 법에 의거해 주에서 출판되는 모든 

작가의 도서 두 권을 의무적으로 납본 받고, 그 외에 구입, 교환, 기증, 유증을 통해 입수하며, 
자체적으로 출판한 도서로 구성된다.

  (2) 주 도서관 자료는 또한 영화,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축음기 기록, 지도, 차트, 
정기 간행물, 사진, 그림, 컴팩트디스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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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 사서/큐레이터에게 인도되는 장서 (1) 정부 부처장은 부처에서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주 사서/큐레이터가 주 도서관에 유용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서적을 주 도서관에 인도한다. 

  (2) 주 사서/큐레이터가 구입해야 하는 모든 서적과 자료는 협의회가 구성하는 도서 선정 위

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구입해야 한다.

제9조 주 도서관 부서 (1) 주 도서관은 적어도 두 가지 부문 즉, 주 참고 도서관 부문과 주 대출 

도서관 부문이 있다.
  (2) 주 참고 도서관 부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3조 (2) (b)에 언급된 것과 같은 대표적인 참고 도서 및 출판물 장서를 유지한다.
(b) 모든 도서, 보고서 특히 의회 및 주 입법 회의 보고서, 중앙 및 주 정부 보고서와 출판

물, 색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참고 자료를 쉽게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하여 

유지한다.
(c) 주의 중요 학술 도서관 목록을 유지한다.
(d) 학자와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서지를 포함한 서지 업무를 맡고, 지역 언어로 

된 유용한 목록과 서지를 준비한다.
(e) 부서 및 연구소 도서관과 협력하여 고등 연구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도서 및 

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f) 아동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장려한다.
(g) 도서관 회의 및 도서전을 조직한다.
(h) 주 내 구역 및 기타 도서관에 기술적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i) 주 내외의 도서 교환 및 도서관간 대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j) 도서관 특히 주 내 공공 도서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발간한다.

  (3) 주 참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외부에서의 이용을 위한 도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
  (4) 주 참고 도서관 부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가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때때로 구역(district) 도서관 장서를 보충한다.
(c) 문화 교육 기관(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및 사회 복지 기구(Social Welfare 

Organization)에 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d) 적절한 경우에 도서전과 도서전시를 마련한다.
(e) 장서를 공표하고 확장 서비스를 계획한다.
(f) 도서관 보고서 및 문헌을 발행한다.

제10조 주 도서관 담당 관리 (1) 주 도서관 담당 관리(이하 주 도서관장라고 칭한다)는
(a) 주 도서관의 모든 부서 관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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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 도서관의 장서를 유지하고 승인된 활동을 이행한다.
(c) 모든 기술적 문제에 관해 협의회에 자문을 해준다.
(d) 이전 회계연도의 도서관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에는 주 도서

관 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 도서관장은 주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전문, 기술, 일반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3) 주 도서관장은 상기 직책에 대해 정부가 고지한 채용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임명한다.

제11조 구역(District) 도서관 (1) 각 구역에는 구역 주민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 도서

관이 있어야 한다. 
  (2) (1)에 의거한 구역 도서관 외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도서관도 있어야 한다.

(a) 시(municipal) 도서관

(b) 탈루카(taluka) 도서관

(c) 판차얏(Panchayat) 도서관

제12조 구역(District) 도서관 기능 (1) 구역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구역 내에 참고 및 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b) 탈루카 지점 도서관, 이동 도서관, 저장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다양한 탈루카 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을 통해 지역 내 유사

한 서비스를 확장한다.
(c) 탈루카 도서관에 적절한 도서를 공급한다.
(d) 주 도서관 관리의 지시에 따라 구역 내 지원받는 도서관과 협력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e) 성인 교육과 도서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증진하는데 있어 기타 기관 및 단체, 특히 

사회 교육 단체 및 관련 업무 종사자와 협력한다.
(f) 구역 내 사서 및 도서관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캠프, 세미나를 조직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도서관 기금 (1) 정부는 도서관 기금이라 칭하는 기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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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관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정부에 의한 출자

(b) 공공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 정부에 제공한 보조금

(c) 정부의 특별 보조금

(d) 공공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민의 기증

제18조 도서관세 (1) 정부는 1964년 고아 소비세법에 의거하여 소비세에 대한 부가세의 형태로 

도서관세를 부과하는데 인도가 제조한 외래 술 (I.M.F.L) 표준도수 리터 당 0.50 루피 (50 파이

샤), 맥주 벌크 리터 당 0.50 루피 (50 파이샤)의 가격으로 부과한다.
  (2) (1)에 의거하여 부과된 세금은 정부가 징수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활용된다.

제19조 공공 도서관 재무 정부는 계획의 광범위한 틀 안에서 주 내 공공 도서관에 관한 연간 

예산을 세우고, 교육 예산의 1퍼센트를 주 공공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할당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주 도서관 협회 (1) 협의회는 하나의 주 도서관 협회만을 협의회가 승인하는 조직인 협

력 기관으로 인정한다. 

제22조 규칙 제정 권한 (1) 정부는 고시를 통해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22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모든 규칙은 제정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의 연속적인 회기로 이루어진 총 10일간의 회기 중에 의회로 제출되는데, 앞서 언급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 의회가 규칙에 대한 수정에 동의하거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 수정된 형태로만 효력을 발휘하거나, 경우에 따라,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이 규칙에 의거하여 이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고아정부 법무부 국장 

199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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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State Central Library Goa. <http://goacenrallibrary.gov.in/aboutus.htm> 
  2) Goa. <http://en.wikipedia.rg/wiki/G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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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관치법인“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를 통한 공공도서관서비스  

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州)는 남한의 4배나 되는 면적에 인구 508,925명에 

불과한 북동부 대서양 연안의 자치주이다. 주의 인구 65%가 앵글로색슨계로 분류되

고, 경제활동은 임업과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며, 주도(州都) 세인트존스(St. John's)는 

뉴펀들랜드 섬의 남동부 아발론반도에 위치해 있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의 도서관정책은 주정부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 분장되어 

있지만, 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의 추진실무는 본 법령에 따라 관치법인(crown 

corporation)으로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The Provincial Information and Library 

Resources Board; PILRB)’의 업무로 실시되고 있다. 

주에는 모두 9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부지역 31개관, 중부

지역 33개관, 동부지역 29개관, 세인트존스 3개관 등 4개 권역 ‘지역도서관위원회

(Regional Library Board)’의 지도로 운영된다. 이들 공공도서관 중 32개관은 학교에, 33

개관은 자치단체 건물에, 5개관은 주정부건물에, 26개관은 위원회 소유의 건물이나 

임대시설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도서관직원은 정규직원 212명, 비정규 대

체인력 143명, 자원봉사자 8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서관 운영인력은 1관 당 정

규직원 2.2명, 비정규직원 1.5명으로, 2009년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균 정규직원 

수 10명에 비교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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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에 의하면 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 운영체계는 주정부 소속의 ‘지방도서관

정보위원회(Provincial Board)’를 중심으로 4개 권역의 ‘지역도서관위원회(Regional 

Board)’, 그리고 지역에 소속된 ‘지구도서관위원회(Local Board)’의 위계적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위원회는 하위 지역

위원회로 하여금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가

권한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위원회에게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추밀원과의 약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공공재산을 하위 지역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의 일반자금은 지방정부의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 및 이용요금 등의 재원

으로 구성되며, 각급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연 2회 내지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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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 ｢공공도서관법 1990｣
  원제 : ｢지방의 공공도서관서비스에 관한 법령 1990｣

(RSNL 1990 CHAPTER P-40 : AN ACT RESPECTING THE PUBLIC LIBRARY 
SERVICE IN THE PROVINCE)

         - 1993, 1996 개정

제1조(약제) 이 법령은 ｢공공도서관법｣으로 불려질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령에서 

  (a) ‘위원회(board)’는 본 법령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의해 설치되는 도서관위원회를 말한다.
  (b)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제32조에서 언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c) ‘주무관(minister)’은 본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법(Executive Council Act)에 의해 

지명된 주무관을 말한다.
  (d) ‘지방위원회(provincial board)’는 제1부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되는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

를 말한다.
  (e) ‘공공도서관(public libraries)’은 본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f) ‘지역자료도서관(regional resource library)’은 지역의 지방도서관들에게 제공되는 선정된 

장서를 운영하는 지역시스템 내 도서관을 말한다. 또한 

  (g) ‘세인트존스 도서관시스템(St. John's library system)’은 세인트존스 도서관위원회의 관할

아래 운영되는 도서관들을 말한다.

제1부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

제3조(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

성되는 법인으로 운영된다.
  (a) 당해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는 각 지역도서관위원회의 대표자

  (b) 당해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는 세인트존스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c) 추밀원의 부총독에 의해 지명되는 6인 이내 기타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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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1) 지방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선임이 가능하다.
  (2)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은 지방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3) 지방위원회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발생한 공석은 즉시 채워져야 하는데, 지역도서관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의해, 기타의 경우에는 추밀원 부총독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4) 제3항에 의해 선임된 사람은 사임한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만 지방위원회의 위원으

로 재직해야 한다.
  (5)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의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회의에 불참한 경우, 참석위원들은 참석위원 가운데 해당 회

의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선출하고, 임시 위원장은 회의 동안 위원장의 권한을 

갖는다.
  (7) 지방위원회 6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8) 지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원은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9)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들은 실무출장과 회의참석, 그리고 

지방위원회의 부여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타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직원) (1) 지방위원회는 다음을 임명해야 한다.
    (a) 지방관리자와

    (b) 지방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직원들

  그리고 위원회 일반자금에서 이들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지방관리자는 지방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공무원연금법은 (1)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제6조(지방위원회의 기능) (1) 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상응하여 도서관자료, 정보, 프로그램이 제공되

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위원회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지방의 참고 및 자원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자료 및 자원으로서, 이는 해당 지역의 다양

한 도서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기술적 서비스 부서를 통한 집중화된 편목서비스 

    (c) 지방도서관이 없는 지역사회에 대해 우편 대출을 통한 도서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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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방 본부를 통한 집중화된 행정서비스; 그리고

    (e) 지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집중화된 서비스

  (3) 위 (1)항의 목적을 위해, 지방위원회는 해당 지방을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역도

서관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4) 지방위원회는 (3)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에 대해 관할 권한을 갖는다.
  (5)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자료도서관을 지정해야 한다.
  (6)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7)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위원회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이들 지원을 제공하기 전 준수해야 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8)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위원회에게 해당 지방위원회가 각 위원회로 하여금 도서관을 건립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가권한을 양도해야 한다.
  (9) 지방위원회는 재량으로 위(8)항에 의해 발급된 인가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10) 지역위원회는 인가권한이 취소되는 일자로 해산된다.
  (11) 지역위원회는 위(7)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지원으로 획득한 관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을 경우와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승인이 미리 내려

지지 않은 경우 처분이 불가하다.
  (12)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인가권한이 허용된 위원회와 인가권한이 취소된 위원회의 명칭을 

해당목적으로 유지되는 등록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7조(인가권한의 취소) 제6조 (9)항에 의거 인가권한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해산 

당시 위원회에 귀속되었거나 신탁되었던 관물, 재산, 권리는 인가권한이 취소됨과 동시에 즉

각 지방위원회에 귀속되거나 신탁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재산) 해산된 지역위원회에 의해 취득된 동산은, 그것이 구매‧ 기증‧ 유증이거나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지방위원회에 의해 신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공공 재산의 사용) (1) 추밀원 부총독은 적절한 약정 및 조건에 의해, 지방위원회에게 다

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공공건물 및 그 일부의 사용; 그리고

    (b) 국왕의 재산이면서 해당 위원회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물 또는 가구 및 장비에 대한 

관리와 이용.
  (2) 지방위원회는 관할권한에 따라, 위(1)항에 의거하여 지방위원회에게 이용이 허용된 모든 

것들을 지역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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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여 또는 유증) 지방위원회는 현금‧ 도서 ‧ 가구 ‧ 집기 및 도서관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물질 및 물건 등을 유증 혹은 증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금 기부) 제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추밀원 부총독의 승인에 따라, 지방위원회는 자체 

기금에서 지방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연금‧ 출자금‧ 퇴직금‧ 급여금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연금‧ 출자금‧ 퇴직금‧ 급여의 지급에 관한 약정 및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방위원회는 운용 소요경비를 지방위원회 일반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본 법령에 근거하여 건립된 도서관들을 위한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료 및 가구, 기타 

장비 등의 구입비가 포함된다. 

제13조(일반 기금) (1) 지방위원회의 일반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지방위원회 사업목적으로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

    (b) 특정 신탁 혹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 위원회가 수령한 자금의 증여나 유

증; 그리고

    (c) 지방위원회가 도서관 및 기타 시설 이용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금전

  (2) 지방위원회는 신탁을 조건으로 증여나 유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보유하거나, 또는 기증자나 유언자가 지정하는 사업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

다. 또한 해당 자금은 지방위원회의 일반기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일반 및 신탁기금) 지방위원회의 일반 및 신탁기금은 지방위원회가 선정한 은행에서 개

설되는 개별 계좌에 지방위원회의 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제15조(회계장부) 지방위원회는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감사인의 감

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위원회 보고서) 지방위원회는 주무관에게 매년 정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관이 요청하는 기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부

지역도서관위원회

제17조(지역도서관위원회) (1) 지방위원회는 신규 설치되는 각 지역도서관위원회의 범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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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
  (2) 지역도서관위원회는 설치되는 해당지역의 명칭으로 불려져야 한다.
  (3) 각 지역도서관위원회는 지방위원회에 대한 자문기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구성) (1) 지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 내 관련도서관의 각 지구위원회로부터 선출

된 1인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양 한다. 
  (2) 대표는 지구위원회에 의해 선임되어야 하고, 지구위원회는 또한 지역도서관위원회에 대

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은 대표의 부재 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만일 지구위원회의 대표가 지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지구위원회는 

지역도서관위원회에 추가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는 지방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

야 한다.

제20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3부

세인트존스 도서관위원회

제21조(세인트존스 도서관위원회) 지방위원회는 세인트존 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운용되는 세인

트존 도서관위원회 체계의 범위를 건립하고 규정한다.

제22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23조(고문단) (1) 세인트존 도서관위원회는 지방위원회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2) 세인트존도서관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는 지방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24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25조(위원회의 간사) 세인트존스 도서관시스템의 수석사서는 세인트존스도서관위원회 및 관

련 위원회의의 간사로서 활동하지만 투표 자격은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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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지구위원회

제26조(지구위원회) (1) 지방위원회는 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해당 도서관에 대한 지구위원

회를 선임해야 한다.
  (2) 지구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외 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명칭) (1) 지구위원회가 설치되면 해당 지구도서관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명

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2) 지구위원회는 지방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8조(위원회의 책무) 지구위원회는 지방위원회에 소속되며, 지방위원회 정책에 따라, 지역사

회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지방위원회를 자문하고 보조해야 한다.

제29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5부

일반 규정

제30조(부적격 직원) (1)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정규직원은 이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방위원

회 또는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2) 만일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3번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의 경우, 

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위 (2)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1조(간사의 선출) 위원회는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야 한다.

제32조(집행 위원회) 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와 각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선임해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제33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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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의) (1) 지방위원회는 최소 연 4회 이상 소집된다.
  (2) 각 지역도서관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이상 소집된다.
  (3) 기타 위원회들은 최소 연 4회 이상 소집된다.

제35조(의사록) (1) 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의사록과 결의문 및 

조례는, 해당 목적을 위한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2) 위 (1)항에 의해 기록에 포함되고 서명을 받은 의사록 ‧ 결의문 ‧ 조례는, 원본 의사록 ‧ 결의

문 ‧ 조례로 간주되며, 이들 기록물은 법률 및 기타 과정에서 서명자의 서명이나 공식 인

장의 검증이 없이 명백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6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37조(조례) 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39조(위법행위) (1) 이 법령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불

쾌감과 불안을 주는 행위로서,
    (a) 무질서한 태도로 행동하거나,
    (b) 폭력적이고 비속하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c) 도서관직원에 의해 퇴관 요구를 받았거나, 개관시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5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즉결 재판에 회부되

고, 도서관 구내에 대한 출입 권리를 박탈당한다. 
  (2) 본 법령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 레코드 ‧ 필름이나 기타 도서관 관물을 고의로 소

유하는 개인이나, 도서관 자료 ‧ 가구 ‧ 집기 및 기타 관물을 훼손하는 개인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5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즉결 재판에 회부되고, 본 조항에 

의한 벌금형에 추가하여, 기소된 자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도서관 자료 ‧ 가구 ‧ 집기 및 기

타 관물의 정가에 대해 지방도서관위원회에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제40조(벌금) 사건을 심리한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회부된 위법행위에 대해, 위 39조에 의해 

부과된 벌금 혹은 과료는 해당 재물을 관리하는 지방위원회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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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는 미국 동북부 메인(Maine) 주와 맞닿은 

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임업과 광업, 수산업, 낙농업 등이 

발전한 지역으로, 인구 약 76만 여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주이다.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등과 함께 캐나다 연방을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프랑스어를 공용어

로 할 만큼 프랑스계주민의 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뉴브런즈윅 주 공공도서관정책은 주 정부 ‘고등교육 및 노동훈련부(Dept. of 

Post-Secondary Education, Training and Labour) 장관이 맡고 있다. 장관은 공공도서관업

무에서 자신의 리인으로 주 도서관장을 지명하고, 주 도서관장은 주 공공도서관시

스템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 도서관정책은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국(局)(New Brunswick Public Library 

Service; NBPLS)의 주 사무국에서 주 전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운영을 총괄하고,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설치되는 지역사무국이 해당 구역 내 공공도서관에 해 별도의 전

문적인 기술 및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브런즈윅 주 공공도서관서비스는 

52개 공공도서관과 11개 공공 · 학교도서관 등 모두 63개의 공공도서관과 3개의 이동

도서관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 내에 설립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

서 ‘공공도서관위원회(Public Library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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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나 관련협회에 의해 지명되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어, 도서관활동과 

관련하여 기증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매년 차

년도 도서관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하여 해당 지역의회에 요청하고, 연말에

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자치단체나 소속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주 

정부에 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변하고, 지역관심을 반영하는 특화장서를 개발

하거나, 도서관서비스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도 있다.

이들 개별 도서관단위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구역의 공공도서관을 

표하여, 주 정부 수준에서 운영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Board; NBPLB)’ 위원이 된다. 주 도서관위원회는 주 정부의 도서관정

책 및 서비스기준 등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하고, 주 도서관발전 및 예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권고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모금 및 홍보를 위하

여 설립한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재단(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Foundation)’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재단의 이사후보를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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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Act, 2007

제1조 정의

이법에서 

“관장”은 (폐기)
“사서”는 (폐기)
“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출이나 참고봉사를 위해 조직된 자료들로 구성된 장서

  (b) 문학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그리고 교육적 및 오락적 또는 지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으로 구성된 장서

  (c)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이용을 안내하는 인적 서비스

  (d) 이법에 의해 제공되는 물리적 시설

“도서관구역”은 장관에 의해 도서관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구역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팸플릿, 신문, 사진, 그림, 필름, 영사슬라이드, 악보, 녹음매체,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 비디오, CD, 기타 디지털방식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고등교육 및 노동훈련 주무 장관을 의미하며, 장관을 신하여 장관에 의해 지명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촌 공동체 법인을 포함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시스템”은 주무장관과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도서관협력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제12.1조에 따라 장관에 의해 제

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학교도서관”은 (폐기됨)
“서비스”는 (폐기됨)

제2조 법령의 집행

  주무장관은 본 법령을 집행하고, 장관을 신하는 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2조1 주 도서관장(Provincial Librarian)

  주무장관은 시민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주 도서관장에 임명해야 하고, 지역도서관장은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제3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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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폐기)

제5조 (폐기)

제6조 (폐기)

제7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1) 본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명 이상 14명 이

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의결권이 없는 주 도서관장

    (b) 각 도서관구역마다 제15.1조에 따라 지명되는 1인의 위원.
    (c)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시민 중에서 지명하는 나머지 위원

      (1.1) 위 (1)(b)나 (1)(c)에 의해 지명되는 위원은 3년 임기로 복무해야 한다.
  (2) 2회 연속 선임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은 2번째 임기가 종료하고 1년이 경

과할 때 까지 또 다른 임기에 피선되지 못한다.
  (3)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지만, 적당한 교통비는 수

령할 수 있다.

제8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1)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요구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임무

  (a)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 서비

스수준 및 지역기준 등에 해 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b) 동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연차예산처리에 앞서 공공도서관시스템 현황에 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도서관 문제 ‧예산 ‧정책 ‧기준 및 지침 등에 해 위원회에 의한 권장

으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c) 동위원회는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 관련문제에 해 

연구하고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d) 동위원회는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재단이 홍보 및 모금 캠페인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 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재단의 이사에 위촉하기 위해 위원회 위

원 중 3인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부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도서관구역의 설치

  (1) 장관은 해당 지방을 최  8개 도서관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10조 (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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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

제12조 (폐기)

제12조1 장관의 권한

  장관은

    (a) 직원 및 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리고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에 의한 시설 · 장비의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도서관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c) 해당 지방의 비 합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준 및 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e) 공중에 한 도서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편목 · 상호 차 및 기타서비스와 

같은 공공도서관에 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목록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g)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위원회에 해 직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1) 모든 자치단체와 관련협회 또는 이들의 연합체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 공공도서관시

스템의 일부로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2) 전(1)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는, 직원 및 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관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그리고 전(1)항에 의한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책임에 

관하여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도서관위원회

  (1) 공공도서관이 제13조에 의해 관련 협회나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해당 도서관

서비스에 해 책임을 지는 공공도서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공공도서관위원회는 3년 임기로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에 의해 지명되는 3인 이상 9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처음 지명되는 3년을 제외하고, 1년 및 2년 임기 동안 

연임될 수 있다.
  (3) 전(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생각으로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신청에 따라, 공공도서관위원회를 1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명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지위와 임무

  (1) 공공도서관위원회는 “(해당 지역명칭)공공도서관위원회”라는 법인이 된다.
  (2) 공공도서관위원회는,
    (a) 동산 및 부동산의 유산 및 기증을 수령하고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도서관용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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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할 수 있다.
  (b) 1997년 폐기

    (b-1) 지역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역 특화장서를 포함하는 도서관 자료를 늘릴 수 있다.
    (b-2) 구역도서관프로그램들을 시작하고 촉진하고 증가시킬 수 있다.
    (b-3)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및 보급업무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c) 지역마다 상응한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c.1) 도서관구역 출신 표들 중에서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것

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d) 도서관서비스제공에 하여 주무장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해 매년 자치단체나 관련협회에게 해당 요건을 상세히 산

정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f) 인건비, 자료비 및 예비비 등에 관한 차년도 예산안을 상세히 산정하여 지역의회의 예

산처리에 앞서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매년 말 사업보고서를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 그리고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1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구역별 대표

(1) 도서관구역 내 공공도서관위원회는 해당 구역 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뉴브런즈윅공

공도서관위원회 위원이 될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2) 해당 위원은 도서관구역의 공공도서관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되거나, 주무장관이 인정하

는 기타의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3) 선정된 해당 위원은 자신이 표하는 구역의 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만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제15조 2 구역변동 시 장관의 권한

  (1) 본 법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서관구역이 신설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장관은 위 15조 1항에 의해 선정된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에 해

서, 해당 위원이 표하는 구역과 신규 위원의 선정이 필요한 구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본 법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도서관구역이 통합되고 장관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위15조 1항에 의해 선출된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어

떤 위원이 해당 통합구역을 표하는지에 해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폐기)

  본 법령은 2007년 3월2일자로 통합되었다.  

[참고자료]
  1) New Brunswick Public Library Service. <http://www.gnb.ca/0003/who.asp>
  2) Government of New Brunswick. <http://www2.gnb.ca/content/gnb/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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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필리핀 ｢도서관법 1993｣
- 공화국 법령 제7743호

필리핀은 한반도보다 큰 국토면적을 구성하는 7천백여 개의 섬에 9천여만 명의 인

구를 가진 동남아시아 중심 국가이다.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며 우

리와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필리핀국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필리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의회공공

도서관 4개관, 주립도서관 52개관, 시립도서관 99개관, 구립 도서관 536개관, 마을도

서관 451개관 등 모두 1,142개관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인터넷의 비공식 자

료에 의하면, 필리핀 전국의 행정조직은 17개 지역(Region), 81개 주(Province), 117개 

시(City), 1,501개 구(Municipality), 41,982개 마을(Barangay)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각급 행정단위별 공공도서관의 설치율은 주립도서관 64.2%, 시립도서관 

84.6%, 구립도서관 35.7%, 마을도서관 1.1%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법은 행

정구역 시‧군‧구마다 공공도서관을, 마을마다 독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국가정책으

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비율과 마을독서센터의 보급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도오지가 많은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공공도

서관과 독서센터는 다른 어느 공공시설보다 주민수요가 높은 문화시설로 선호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제한된 재정능력이 낮은 보급율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서 

설명되고 있다.

본 법령에 의하면, 필리핀 국립도서관은 국가도서관발전계획에 따라 전국의 공공

도서관과 마을독서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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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내무부와 협력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건립지원으로 할당하고, 지방정부로 

부터 건립 부지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및 독서센터의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마을독서센터는 다양한 도서자료와 신문 ‧ 잡지 ‧ 시청각자료 등을 제

공하는 독서공간이자,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와 전시 ‧ 홍보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이며, 

주민들의 독서 및 문해능력을 증진하는 교육공간으로 그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내부적으로 공공도서관 담당부서를 두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전

문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을 개최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

서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및 백과사전, 그리

고 기증교환으로 확보한 도서 및 연속간행물 복본 등을 선정 ‧ 평가 ‧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서지봉사부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서지정보를 공유하는 공공도서관정

보네트워크(PUBLIN)를 운영하며,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관련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필리핀 국립도서관은 1900년 3월 9일 마닐라에서 개관한 미국대출도서관에서 그 

기원을 구하여 있으며, 근대적 공공도서관을 보급하는 출발점이 된 3월 9일을 ‘공공

도서관의 날’로 정하여,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

여 오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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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서관법 1993｣
-공화국 법령 제7743호

1993.07.26 제정

  필리핀 전국의 행정구역 시 ‧ 군 ‧ 구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전국의 바랑가이(Barangay; 
이하 ‘마을’)에 독서센터를 설립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승인하고, 기타 목적 등을 규정하

기 위한 법령

제1조(정책선언) 본 법령은 국민의 윤리적 ․ 지적 복지를 장려하는 것을 국가적 정책으로 선언한

다. 이를 위해 이 세기의 마지막까지 문맹이 퇴치되는 것을 목표로, 모든 필리핀 사람의 읽고 

쓰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필리핀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 ‧ 시 ‧ 군 ‧ 구 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모든 마을에 독서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건설에서 지식과 정보의 긴요한 역할을 인

식하는 것을 국가적 정책으로 선언한다.

제2조(공공도서관과 독서센터의 설립) 국립도서관은 이미 독서센터가 있는 마을이나 공공도서

관이 있는 시‧군‧구를 제외하고, 내무부와 협력하여 모든 마을에 독서센터를 설립하고, 필리

핀 내 모든 행정구역‧ 시‧군‧구에 서비스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임무

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과 독서센터를 설립하는 일은 각 시‧군‧구의 개발위원회와 

협력하고, 마을의 경우 각 마을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도서관발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수행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미 공공도서관과 독서센터가 존재할 경우, 국가도서관은 해당 시설의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도서관은 사서들에게 전문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및 기타 훈련을 조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3조(국가 도서관의 역할) 국립도서관은 도서관 설립 시 필요한 백과사전 ‧ 사전 ‧ 지도 ‧ 지구본 

등의 참고도서 및 기타자료의 표준모형을 보급해야 한다. 국가도서관은 해당 지역사회의 수

요를 고려하여 기타 도서 ‧ 비도서자료 ‧ 설비 ‧ 물품 및 기타 적절하고 적합한 참고자료와 독서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에 공급해야 한다. 

제4조(부지) 공공도서관과 독서센터의 설립은 각 지방정부 단위 개발계획의 필수요소가 되어

야 하고, 마을은 마을독서센터를 위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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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행기간) 전체 국가적 수행계획은 처음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없는 행정구역 시 ‧ 군 ‧ 구와 벽지 ‧ 오지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마을 등에는 자원 배정의 우선

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법령이 발효되고 120일 이내에, 국립도서관은 내무부,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부, 기타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우선지역의 명부를 공개하고, 공공도서관 

및 마을독서센터의 설립과 유지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제6조(공공도서관과 마을독서센터의 기능) 공공도서관과 마을독서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① 교육, 문화 및 스포츠부(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가 규정하는 독서자료

를 포함하여 일반 유통되는 전국지 신문, 기타 자료 등 폭넓은 범위의 독서 자료를 지역사회

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② 지역사회의 시청각 발표 공간, 기타 전시회 공간, 일반적 관심정보의 보급에서 정부기관‧ 

비정부조직‧ 사설단체에 의해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 
  ③ 이 법령을 증진하기 위해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http://web.nlp.gov.ph/nlp/>
  2. Republic Act No.7743,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www.unescap.org/esid/psis/population/database/poplaws/law_phi/phi_0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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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州) 도서관조례 2010｣

호주 수도 캔버라와 최대도시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州)(the 

State of New South Wales)는 초기 유럽인들의 이주로 시작된 호주역사의 출발점이 되

는 지역으로, 호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답게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도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주로 알려져 있다. 

뉴사우스웨일스는 1869년 근대적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원형이 되는 무료공공도서

관을 시드니에 개관한 이래, 2008년 현재까지 중앙도서관 98개관과 분관 269개관 모

두 367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주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립도서관은 1869년 설립한 무료공공도서관에서 

발전한 것으로, 1895년 뉴사우스웨일스공공도서관으로 개명되었다가, 197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어, 1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호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는 1932년 미국카네기재단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던 전국

의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기로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체제로 성장하

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당시 호주 공공도서관의 부족

한 장서와 미비한 목록, 직원의 훈련부족, 부실한 어린서비스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로부터 뉴사우스웨일스지역에 무료도서관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전기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1939년에 제정된 뉴사우스웨일스의 ‘도서관법’은 호주 자

치주 공공도서관법의 시초로서, 오늘날까지도 호주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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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의 도서관조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 ‧ 도 자치단체의 도서관조

례에 비견하는 법령으로, 연방제도하의 자치주 도서관법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운영

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4개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에서는, 주립도

서관위원회에게 주립도서관의 시설 ‧ 장서 ‧ 서비스 관련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도서관당국에게 지방도서관의 대출반납과 변상, 기타 이용과 관련한 제방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도서관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금지행

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가방이나 상자 ‧ 우산 ‧ 사진기 등 소지품의 반입 금지, 금지자료의 사진촬영 및 복사의 

금지, 도서관이용 자료의 훼손 금지, 도서관자료에 대한 고의적인 위치변경 및 은닉행

위의 금지, 다른 이용자에게 해가되는 수준의 잡담 및 소음의 금지, 관내에서 식음행

위의 금지, 애완견 동반출입의 금지, 위반행위자의 지시준수의 의무 등을 상세하게 예

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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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州) 도서관조례 2010｣

제1장 서 문

제1조(조례명)

  본 조례는 ｢2010년 도서관조례｣이다. 

제2조(시행)

  본 조례는 2010년 9월 1일자로 시행되고, 뉴사우스웨일즈 입법정보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주) 이 조례는 ‘1989년 하위법률제정법’의 제10조 (2)항에 의해 2010년 9월 1일 폐기된 ‘2005

년 도서관조례’를 대체한다. 

제3조(정의) 

(1) 이 조례에서:

  도서관의 ‘운영기구’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주립도서관의 경우—위원회, 또는

  (b) 지방도서관의 경우—관련 지방당국

  ‘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주립도서관 또는, 내용에 따라서는 주립도서관의 시설, 혹은 

  (b) 도서관법이 적용되어 지방당국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지방도서관, 또는 내용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시설

  ‘도서관 직원’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주립도서관의 경우 — ｢2002년 공공부문고용관리법｣ 제1A장에 따라 주립도서관의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사무에 고용된 사람.

  (b) 지방도서관의 경우 — 도서관의 모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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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이나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지방당국’은, 해당 도서관이 소재하거나,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관련위원회를 말한다. 

  ‘주립도서관 시설’은 주립도서관의 일부로서 또는 주립도서관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법령’은 1939년 도서관법을 말한다.

(2) 이 조례에 포함된 주석들은 당 조례의 일부로 구성되지 않는다.

 

제2장 도서관 관리

제1절 주립도서관

제4조(주립도서관 규칙)

  (1) 위원회는 주립도서관의 모든 시설, 서비스 및 장서의 이용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주립도서관 규칙은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주립도서관의 시설 ‧ 서비스 ‧ 장서에 대한 접근 

    (b) 주립도서관의 시설 ‧ 서비스 ‧ 장서에 대한 이용조건

    (c) 주립도서관 시설 ‧ 서비스 ‧ 장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서약 요구

    (d) 주립도서관 이용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 

 (3) 위원회는 주립도서관의 시설 ‧ 서비스 ‧ 장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사용에 관

해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지방도서관

제5조(대출자 등록) 

  (1) 지방도서관에서 대출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도서관자료를 해당도서관에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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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 조건을 포함하는 등록 절차는 지방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3) 지방당국은 개인을 도서관대출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개인의 대출자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a) 만일 지방당국이 본법 제10조 (3)항에서 언급한 협약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 관내 또는 해당 지방당국이 소재하는 지방정부 관내의 거주민이 아닌 경우,

(b) 만일 개인이 해당 도서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혹은, 

(c) 만일, 지방당국의 입장에서, 등록에 적절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제6조(지방도서관 규칙)

  (1) 지방당국은 해당 지방도서관의 이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도서관의 규칙은 다음 사항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도서관자료의 대출 반납

    (b) 연체한 반납자료와 분실 ‧ 훼손 ‧ 파손된 도서관자료에 부과되는 금액

    (c)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기타 제반사항

  (3) 개인이 도서관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지방도서관 대출자로서 개인의 등록조건이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가치평가)

  (1) 지방도서관에서 분실 ‧ 훼손 ‧ 파손된 도서관자료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 도서

관자료의 정가로 하거나, 만일 도서관자료가 총서의 일부(예를 들어, 도서나 디스크의 총

서)로서 구할 수 있는 경우, 총서의 정가로 한다.

  (2) 도서관자료나 총서의 정가는 지방당국이 결정한 가치로 하고,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넘

지 않는 가격으로 한다.

    (a) 원래 구매가격과 대체 구매가격 중 더 높은 가격, 

    (b) 지방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서관자료나 총서의 정리 비용

제8조(도서관자료의 연체요금)

  이 법 제10조 (4)항에서 정의된 ‘요금’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자료의 규정 연체요금은 지방당

국에 의해 결정된 요금이며, (일별, 주별 또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도서관자료 당 

50불을 넘지 않는 요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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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제9조(열람실 반입금지 물품)

  우산, 가방, 상자나 짐, 사진기나 기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도서관 운영기

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도서관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제10조(도서관자료의 복제)

  (1) 도서관 운영기구는 특정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해당 도서관자료(전자적 혹은 디지털 복제이건 상관없이)를 사진 ‧ 복사 ‧ 투사할 

수 없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주) ‘저작물’(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의 복제에 관한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의 

‘1968년 저작권법’을 참조할 것. 

제11조(도서관자료 또는 시설 훼손) 

  (1) 이용자는 자료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설 또는 도서관자료에 대해

서 훼손 및 손상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2) 의심의 여지없이 도서의 페이지를 접거나 기타 인쇄물 등을 구기는 것은 도서관자료를 

훼손하는 것이다. 

제12조(고의적인 도서관자료 위치 변경 및 은닉) 

  이용자는 고의적으로 모든 도서관자료의 기록이나 위치를 변경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최

대벌금: 2 벌금 단위).

제13조(소음)

  이용자는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적절히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잡담하거나 소

음을 내서는 안 된다(최대벌금: 2 벌금 단위).

제14조(도서관의 적절한 이용법)

  이용자는 도서관운영기구의 허가 없이 도서관자료의 열람 ‧ 참고 ‧ 대출 및 기타 도서관서비스

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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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식음행위 금지)

  이용자는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기구에 의해 허용하는 별도시설을 제외하고 도서관 시

설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제16조(애완견 금지) 

  (1) 이용자는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기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거

나 남겨둘 수 없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2) 이 조항은 장애인 이용자가 안내 동물과 함께 입관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에서 : 

     ‘안내 동물’이란 연방의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9조에서 명시된 동물을 의미한다. 

     ‘장애’란 연방의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17조(퇴실대상 도서관 이용자)

  (1) 도서관직원은 이용자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

지고 있는 경우, 직원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재 입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  

    (a) 이용자가 이 장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혹은, 

    (b) 이용자의 상태 ‧ 행실 ‧ 복장이나 태도가 도서관의 다른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해당 지시를 받은 이용자는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최대 벌금: 2 벌금 단위).

  (3) 도서관이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로 도서관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은 도서관운영기구가 결

정한 최대 기간을 넘길 수 없다. 

제4장 부 칙

제18조(보조금 규정 한도) 

  법령 제13조 (4)항 (b)호에 대해, 규정한도는 1.85불이다.

제19조(보조금 목적의 지방 인구 결정) 

  법령 제13조 (6)항에 대해, 지방당국 관할 내 거주 인구수는 보조금이 청구된 년도 이전 해 

호주 통계국에 의해 가장 최근 수집된 지방정부 인구 표에서 해당지역 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인구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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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보) 

  2005년 도서관조례의 폐기 이전까지 해당 조례에 의해 효력을 가졌던 모든 법규와 문제 또는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1)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http://www.sl.nsw.gov.au/>

  2) Public Libraries Directory in New South Wales. <http://www.sl.nsw.gov.au/ 

services/public_libraries/docs/public-libraries-ns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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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호주 남호주 주(州) ｢도서관법 1982｣
- 남호주도서관위원회 운영체계를 규정

남호주(South Australia)주(州)는 한반도 남한 면적의 10배나 되는 규모에 인구는 약 

151여 만 명 수준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에다가 수산양식 및 와인생산, 항공산업 등이 

발전한 지역으로, 동부에 비교하여 종교자유나 자유이민의 전통이 강하고, 유연한 이

민정책 덕분에 한국인의 사업이민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호주 주는 주립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141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주정부의 도서관정책은 예술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도서관법에 의해 운

영되는 법정 기구인 ‘남호주도서관위원회’가 주내의 도서관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남호주 공공도서관서비스는 예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연합회 의장 간에 공공도

서관재정지원 및 지역정보서비스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공공도서

관의 관리운영사항은 연합관장이 주립도서관장을 통하여, 도서관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약 75%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주 전역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공공도서

관서비스네트워크는 주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서비스부에 의해 운영된다.

남호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가 1,000여명에 미달하는 곳부터 15만 명이 넘는 곳

까지 다양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도서관서비스가 보

급되고 있다. 남호주의 공공도서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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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인구규모 

3,000명 이하 지역의 낙오지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역도서관(School Community Library)

은 주정부의 예산을 주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본 도서관법은 주정부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령으로서 주로 

‘남호주도서관위원회’의 성격과 임무, 운영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장관의 감독을 받아, 주립도서관과 주내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자체의 자산을 소유하고 소송당사자가 되는 법인체로서, 장관이 지

명하는 6명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가 지명하는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회의 표결은 참석위원 과반수를 조건으로 최소 5명

을 정족수로 하고 있다. 위원회 직원은 총독에 의해 그 고용이 결정되며, 공공서비스

법(Public Service Act 1967)을 조건으로 채용되고 관리된다.

본 법령에 따라 도서관위원회는 공공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작

성, 주도서관의 관리운영,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 구축,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도서

관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서비스 관련 조사연구,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평가분석 등

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도서관위원회는 의회도서관과 함께 남호주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납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나 벌금 등을 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20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호주 남호주 주(州) ｢도서관법 1982｣
- 남호주도서관위원회 운영체계를 규정

  남호주의 공공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기타 목적을 위해 제정한 법령

  남호주 의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정한다. :

제1장 서문

제1조(약칭) 

  이 법은 1982년 도서관법으로 칭한다. 

제5조(해석)

  이 법에서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남호주 도서관위원회를 의미한다.

‘의회’는 시 또는 구의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체를 포함한다.

‘도서관 자료’는 도서, 잡지, 신문, 녹음, 카세트, 영화, 비디오테이프,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대출해주거나 참고용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폐지된 법’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된 1939년 도서관 및 기관 법(Libraries and Institutes Act 1939)을 

의미한다.

제6조(여왕에 대한 구속력)

  이 법은 여왕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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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 행정

제1부 목적

제7조(목적)

  (1)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 전체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된 도서관 및 도서관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b) 의회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이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

고 활성화한다.
(c) 도서관 서비스 제공 시 협력적 접근방식을 도모한다.
(d) 지역사회가 남호주 안팎의 도서관 및 다른 기관의 자료 및 정보 접근을 위한 적절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1)에서 언급한 도서관 서비스는 직접적인 비용부과 없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2부 남호주 도서관위원회

제8조(위원회 존속)

(1) 남호주 도서관위원회는 존속된다.
(2) 위원회는

  (a) 영구적인 계승을 하며, 공인(公印)이 있는 법인체이다.
  (b)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 획득, 취급 및 처분할 수 있다. 
  (d) 권리 및 책임을 획득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
  (e) 이 법에 따라 법적 권한, 권리, 기능, 의무가 부여 또는 부과 된다. 
  (f) 여왕을 대신하여 자산을 소유한다.
(3) 외관상으로 위원회의 공인(公印)이 포함되어 진본이라고 칭해지는 문서는 이에 반하는 증

거가 없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공인이 해당문서에 제대로 찍혀있다고 추정된다.  
(4) (5)를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장관의 감독과 지시의 대상이 된다.
(5) (4)에 의거, 다음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a) 도서관 장서의 특성, 내용 또는 규제 

  (b) 정보 보급의 억압

  (c) 대중에게 개방되는 도서관 장서에 대하여 대중의 접근을 막거나 통제 

  (d) 위원회가 유언에 따른 또는 기타 기증품을 처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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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총독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a) 두 명은 남호주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이 임명하

는 의회 구성원이나 관리로서 이들 중 한 명은 공공도서관 사서거나 의회의 지역사회정

보담당 관리이어야 한다.
  (b) 한 명은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반드시 의회 위원이나 관리일 필요

는 없다) 남호주지방정부연합이 임명한다.
  (c) 여섯 명은 장관이 임명하는 자로서 이들 중 한 명은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반드시 의회 위원이나 관리일 필요는 없다). 
(2) 총독은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한다.
(5) 총독은 적합한 이를 각 위원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6) 부재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대리인이 직무 대행한다. 

  
제10조(위원 임기 및 조건)

(1) (4)를 조건으로 하여, 위원 임기는 임명문서에 명시된 대로 4년을 넘을 수 없고 임기 만료 

후 재임명 될 수 있다.
(2) 총독은 다음을 근거로 위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a)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적격한 자

  (b) 불명예스러운 행동 또는

  (c) 직무 태만

(3) 의원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사망 

  (b) 임기 만료 

  (c) 장관에게 서신으로 사임 의사를 통고한 경우

  (d) 의회 위원이나 관리의 자격으로 위원 임명되었으나 의회 위원이나 관리직을 그만두었

을 경우

  (e) (2)에 근거해 총독이 직위해제 한 경우

(4) 이 법에 의거하여 공석인 위원직에 대해 새로 위원을 임명하나, 공석이 임기 만료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임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만 그 직위를 유지한다.

제11조(위원회 절차)

(1) 위원 5명이 정족수를 구성하며, 회의 참석 위원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어떤 안도 처리할 수 없다. 
(2) 의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부재 시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재 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한다.
(3) 회의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이루어지는 결정이 위원회 전체의 결정이 된다.
(4) 회의 참석 의원은 표결에 부쳐지는 안건 당 하나의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의 주재자가 결정 표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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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는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6) 이 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회의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위원회 행위의 유효성과 위원 면책특권)

(1) 위원회의 행위 및 절차는 위원직의 공석이나 위원 임명에 있어서의 하자를 근거로 하여 

무효화 할 수 없다.
(2) 이 법에 의거하여 선의로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 시 위원회나 의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3) (2)를 제외하고 위원에게 부과된 책임은 여왕에게 부과된 책임이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1) 위원은 수시로 총독이 정하는 보수, 수당, 경비에 대한 자격이 있다.
(2) 위원직은 13조 및 13조에 의거한 지급에 의해 여왕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는 직책이 

아니다.

제3부 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만든다.
  (b) 도서관 장서, 특히 출처가 남호주 이거나 남호주 관련 장서를 구축, 유지, 확대한다.
  (c) 주립도서관을 관리한다.
  (d)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공공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 유지한다. 
  (e) 의회 등이 공공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 운영 및 확장하는 것을 도모, 장려, 지원

한다. 
  (f) 정부 부처 및 기관, 기타 당국 및 단체와 협력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g) 공공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 목적을 위한 기금 배정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권고한다.
  (h)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기금을 받아서 사용한다. 
  (i) 위원회의 목적을 위해 부동산 및 동산을 획득, 취급 및 처분하고, 계약 및 협정을 맺는다.
  (k) 공공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 관련하여 연구 및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감독한다.  
  (n) 남호주에서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평가 및 검토되도록 한다.

 제15조(소위원회)

  (1) 위원회는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구성하거나 포함시킨다.
  (3) 소위원회 위원직의 임기와 조건, 운영 방식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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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

  (1) 위원회는 서면으로 된 문서를 통해 그 권한 및 기능을 위원회가 설립한 소위원회, 위원회 

위원이나 다른 이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16조에 의거한 위임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위원회가 위임한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하

거나 취소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4부 재무 조항

제17조(승인된 예산에 의거한 지출)

(1) (3)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장관이 승인한 예산에 의거해서만 지출한다. 
(2) 위원회의 지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언제라도 예산안이나 승인된 예산에 대한 대체안

을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유언에 따른 또는 기타 기증으로 인한 자금의 경우는 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회계 및 감사)

(1) 위원회는 재무상황에 대한 회계 계정을 제대로 기록해 놓는다. 
(2) 감사(Auditor-General)는 언제라도 위원회의 회계 계정을 감사할 수 있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한다. 

제19조(차입금)

(1)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2) (1)에 의거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증서의 보증인은 재무장관이다. 
(3) (2)에 의거한 보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한 정도까지 계상된 남호주 일반 세

입에서 지출한다.

제20조(투자)

(1) 위원회는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일부를 ((2)에 적용되는 자금 아님) 재무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2) 유언에 따른 또는 기타 기증으로 인한 자금은 기증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가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투자할 수 있다.

제5부 재무 조항

제21조(보조금 등)

(1)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지역사서관정보 서비스의 구축,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금이나 기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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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대출 시 비용을 부과하는 공공 도서관이 도서관 유지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항에 의거해 보조금이나 다른 원조를 받는 경우, 총액에서 보조금 이나 기타 지원등과 

관련한 기간 동안의 대출 비용부과로 인한 총 추정 수입액을 제하고 제공된다.   

제6부 직원

제22조(직원)

(1) 총독이 이 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직원을 둔다.
(2) (1)에서 언급된 직원은 1967년 공공 서비스 법(Public Service Act 1967)을 조건으로 하여 

임명을 통해 채용되고 재직한다.

제4장 부칙

제35조(남호주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위원회와 의회 도서관장에게 납본)

(1) 35조에 적용되는 남호주에서 출판된 간행물에 대해 출판업체는 출판 후 1개월 이내에 자

비로 간행물 1부를 다음에 납본해야 한다.
  (a) 위원회

  (b) 의회 도서관장

(2) 35조에 적용되는 간행물이 다양한 형태와 품질로 출판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납본한다.
(3) 출판업체가 35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다.
   처벌: 8부-벌금 

(4) 35조에 의거, 납본 간행물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된다.
(5) 35조에 적용되는 출판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a) 도서 및 도서 일부(a part or division of a book)
  (b) 신문, 잡지, 저널이나 팸플릿

  (c) 지도, 도면, 도표나 표

  (d) 악보

  (e) 시각 이미지, 음성, 정보 재생물을 보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판된 레코드, 카세트, 
필름,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디스크 등

하지만, 남호주에서 출판된 초판과 다른 점이 없는 재판 및 후속 판, 지정된 자료나 지정된 

부류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6조(제휴 협회)

(1) 다음 협회는 위원회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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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남호주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South Australia) (법인)
  (b) 오스트랄라시아 왕립지리학회 (남호주 지점) 법인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Australasia Incorporated) 
(2) 위원회는 장관의 동의를 얻어 양자간 협력관계에 합의한 조건에 의거해 희망하는 교육, 

문학, 과학 협회나 기구와 협력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 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협력 기구, 협회, 

학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에 귀속되는 특정 자산)

  위원회가 관리하는 도서관, 이러한 도서관의 운영기구, 전 남호주 연구소 협회 (Institutes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협회의 전 회원이었던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기증 또는 유증은 위원회에 대한 기증 또는 유증으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기증 또는 유증 목

적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사서 교육)

  위원회는 1967년 공공서비스 법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에 따른 고용 유무에 관계없이 적합하

다고 생각되는 이에게 사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제39조(위원회 자산에 대한 손상)

(1) 적절한 권한 없이 위원회의 자산을 손상, 제거, 저해하는 자는 유죄판결을 받는다. 처벌: 
7부 - 벌금

(2) (1)에 의거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위원회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제40조(도서관 자료 대여 조건 등)

(1) 위원회는 관보에 고시한대로 

  (a) 위원회가 대출해 준 도서관자료에 대해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정한다.
  (b) 도서관 또는 위원회 소유의 기타 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c) 40조에 의거하여 유효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못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벌금기준을 정한다.
  (d)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한다. (도서관자료대출 제외) 
  (e) 40조에 의거하여 이전 공시를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2) (1)에 의거한 공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이용자가 벌금을 납부하라는 위원회의 요

구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41조(법적 절차)

  이 법의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즉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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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차 보고서)

(1) 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당해 6월 30일까지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한다.
(2) 보고서에는 그 기간 동안 감사를 받은 위원회의 회계 계정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3) 장관은 (1)에 의거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빨리 보고서 

사본을 상․하원에 제출한다.  

제43조(규정)

(1) 총독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법을 기반으로 계획한 또는 법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1)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 규정은

  (a) 위원회나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절차 규범을 위해 제공된다.
  (b) 위원회의 관리 하의 도서관과 기관의 운영을 위해 제공된다.
  (c) 위원회의 관리 하의 도서관과 기관 이용자의 허가, 제외, 제명을 위해 제공된다.
  (d) 위원회에 귀속 또는 관리되는 부지에 자동차 통행 및 주차를 규제, 제한 또는 금지한다.
  (e) 규정에 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음에 대해 9부(부록)에 명시된 벌금을 넘지 않게 처벌을 

규정한다.
  (f)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9부(부록)에 명시된 비용을 넘지 않게 보

상금을 정한다. 
(3) 규정 위반에 관한 절차에서는

  (a) 소송에서 거명된 사람이 특정일 특정차량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반대의 증거가 없을 경

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위원회에 귀속되거나 관리하는 부지에 규정을 위반하고 차량을 주차한 것이 증명되면, 

반대의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차량은 차주가 주차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자료]
  1) State Library of South Australia. <http://www.slsa.sa.gov.au/site/page.cfm?u=403> 
  2) Annual Report 2009-10, Libraries Board of Sou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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