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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교실 운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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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libraries in the western advanced nations has had storytelling as a
regular part of programming since 1899, but only 12 libraries have had such
programs as of 1997 in our country and also the participant scope of the
activity has been restrictive.
Accordingly, in a sense of making the children's librari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storytelling room for children,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opinions about the techniques for storytelling, points selecting
books for storytelling, managing the story hours, and constructing the space
of the storytelling room.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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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1.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변해 감에 다라 다가오는 세기는 의 시21 'Know how'
대가 아니라 의 시대 즉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얼마, 'Know where' ,
나 빨리 입수할 수 있느냐가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곧 성패의 관건이, ,
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그 복잡성을 처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적응

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날로 고독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

여 현대인에게는 독서를 통한 생활 경험의 확장의 필요성이 하나의 숙명과도 같

은 기본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
대들에게는 보다 절실한 요구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게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독서 습관과 자주적인 독서 및 학습 태도

를 길러주고 다방면의 흥미를 발달시키기 위한 도서 선택 능력의 배양과 이해,
력 및 감상력의 증진 독서를 통한 발전적인 사고력과 실생활로의 응용력의 배,
양 등 계획적 체계적인 독서 지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태에, ,
놓여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실정을 보면 년 월 일 어려서부터 좋1976 5 1 ‘
은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장만한다를 비롯한 개항에 걸친 어린이 독서헌’ 4
장1)이 제정 선포된 이래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학교나 가정에서는 학습 위주23
의 교육에 얽매인 채 의도적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
정부 당국에서도 학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 학교 문화 창조라는 기1999 ‘ '
치 아래 초 중등학교 독서교육 강화계획·「 」2)을 수립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
나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 가운데 독서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도 소극적인 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뿐 아니라 특히 독서의 정신 연령기인.
세 전후부터 책과 친근하는 습관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도6
서관에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필수적인 봉사 활동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이야기

시간 운영 실태를 보면 서양에서는 피츠버그 카네기도서관, (Carnegie Library of
이 년부터 뉴욕공공도서관 이 년Pittsburgh) 1899 , (New York Public Library) 1908

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자 가장 보편화된 프로그램3)인

1) 어린이 독서헌장 도서관" ," , 31 , 5 (1976, 5), p. 90.宣布 第 卷 第 號「 」

2) 교육부 학년도 초 중등학교 독서교육 강화계획 년 월 일자 시달 공문 첨, "1999 · ," 1999 3 22
부자료

3) John S. Robotham and Lydia LaFleur, Library Programs, 2nd ed.(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1),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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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년 현재 문화 및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고1997
있는 개관 중 이야기 교실이 개관 동화 구연이 개관 지역 주민 일반 대162 2 , 12 ( ,
상은 제외 계 개관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참가 대상 범위도), 14 .
이야기 교실이 유치원 대상 개관 초등학교 학년 대상 개관 동화 구연이1 , 1 2 1 ,∼

유치원 대상 개관 초등 학교 학년 대상 개관 아동 전체 대상 개관으로4 , 1 3 1 , 7 ,∼

극히 제한적 소극적인 봉사 활동만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4)
독서 흥미의 유발이란 헌장을 선포하고 주간을 제정하고 좋은 독서 환경만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서의 흥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서부터 생겨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
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들도 지.
역 주민 가까이에 다가선 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정보 환경이나 독서 환경

변화와 같은 현재적 인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顯在的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과 그 우선 순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봉사 기능의 하나이자

아동들의 독서흥미 유발에 필수 불가결한 봉사 프로그램이면서도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이야기 교실 이야기 방‘ (= ,
운영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동 담당storytelling room)'

사서가 익혀야 할 이야기 들려주기 의 기술과 이야기 소재의 선택(storytelling)
요령 이야기 시간 운영 방법 및 이야기 교실의 공간 구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야기의 선택기준과 자료유형2.

이야기의 선택기준2.1

이야기 들려주기란 문자 그대로 옛날 이야기나 우리 생활 주변의 일들에 대' '
한 이야기들을 말로 들려 주는 것으로서 요즈음 관심을 끌고 있는 동화 구연,

도 이의 일종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 .童話口演

방법의 하나로서 아동들을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집단 독서 지도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4) 문화체육부 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서울 동부 에 수록, '97 ( : , 1997), pp.99 125～

된 시도별 문화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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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 들려주기는 독서를 할 줄 모르는 아동 문자 읽기에 습관이 안,
되었거나 저항을 느끼는 아동 독서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아동들에게 즐거운,
책의 세계를 알리는 좋은 수단으로 이야기에 담겨진 문학적 민족적 유산을 어, “ ,
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소중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듣기 기술의 증진과 어휘, ,
량의 증대를 도모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5) 그 의
의와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야기 들려주기의 성공 여부는 그 목적이 독서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

거나 저항을 느끼고 있는 아동들을 이야기 듣기의 과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독

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흥미 유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선택

하여 재미있게 들려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좋고 나쁜 이야기에 대한 식별 능력과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진 바른 평가

의 눈을 가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6)
이처럼 이야기 들려주기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

의 선택 기준이나 기본 요건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야기 전문인 이야기꾼 인 소이어 는 그러한( , storyteller) (Ruth Sawyer)
이야기의 선택 기준으로,

신비에 대한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①

진정한 의미의 유머를 가르쳐 주는 것,②

용기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수 있는 것· · ,③

모험 용기와 결단을 동반한 스릴있는 모험 으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수( )④

있는 것,
초인적 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⑤

진정으로 동정하는 태도 강한 충성 선을 행하는 단호한 태도를 나타낼 수, ,⑥

있는 것

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고,7) 그린 은 취학전 아동용 이야기 도서(Ellin Greene)
의 선택 기준으로,

삽화체 와 문학적 형식 의 다양성을 나타낸 도서(art styles) (literary forms) ,①

언어 연기 소리 리듬에 주의를 기울인 도서(word play), , ,②

반복적인 기쁨을 주는 도서,③

5) Mae Benne, Principles of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1), pp. 97 98.∼

6) Ruth Sawyer, The Way of the Storyteller[ ], (道 池田綾子 等譯 東スト リ テラ への－ － －

: , 1974), p. 179.京 日本圖書館協會

7) Ibid., pp. 17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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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풍부한 유희를 조장하는 도서,④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을 나타낸 도서(self-image) ,⑤

감동을 일깨우고 동정적으로 그들을 처리한 도서⑥

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8)
한편 투즈 는 이야기 선택의 기본 요소로(R. Tooze) ,
듣는 사람 스스로를 그 이야기에 빠져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요소,①

듣는 사람의 시야를 넓혀 주고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를 깊게 하는 요소,②

이야기 중의 사건과 대우주 인생이라는 것 세계라는 것 의 관계를 의식시( , )③

킴과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요소

의 세 가지를 들고 있고,9) 일본의 마사키 루리코 는 이야기 들려주( )間崎 子ルリ

기용 이야기의 기본 조건으로,
이야기의 뼈대 가 단순한 것( ) ,筋①

뚜렷한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②

너무 자세한 성격묘사가 없는 것,③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로 쓰여진 것④

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10) 로스 는 이야기 선택의 좋은 착(Eulalie S. Ross)
상이란 자신의 소양 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전제(background)
하고 이야기를 선택할 때 유의하여 살펴 보아야 할 문학적인 특성으로,

이야기의 선 이 우회하지 않고 똑바른 것( ) ,線①

대화가 기운차고 활기를 띤 것,②

어휘들을 명사와 동사들에 강조를 두어 손질해 놓은 것,③

서술적으로 설명한 것보다 오히려 행동에서 나온 성격 묘사인 것④

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1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야기의 선택 기준이나 기본 요건들에 대한 학

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
야기를 선택할 때는 신비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도서 관찰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는 도서 반복적인 기쁨과 감동을 일깨워주는 도서 용기 사랑 아름다움 유머, , · · ·
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도서 선악의 판별력과 동정심 모험심을 길러주는, ,
도서들을 선택하되 이야기의 윤곽이 뚜렷하고 등장 인물의 성격 묘사가 서술적, ,
으로 자세하게 엮어져 있지 않고 활기찬 대화와 소리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 놓, ,

8)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3.
9) , ( : , 1981), p. 86.阪本一郞 等編 新讀書指導事典 東京 第一法規

10) Ibid.
11) Eulalie S. Ross, The Lost-Half Hour; A Collection of Stories(New York: Harcourt,
1963), pp. 83 184(Robotham and LaFleur,∼ op. cit 재인용., p.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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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한가지 더 첨인한다면 이야.
기를 들려줄 상대방 성별 연령 인원수 생활 환경 등 장소 교실 도서실 내의( , , , ), ( ,
한 방 강당 공원 등 시간 계절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비롯한 세시기, , ), ( , ·
적인 날 등 의 세 가지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이들에 알맞은 이야기들을 선택하)
여 들려준다면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대상층별 자료의 유형2.2

이야기 들려주기에 사용할 이야기의 종류로는 그림책 동 식물이야기 신비의, · ,
세계 일상생활을 묘사한 창작물 민화 설화 전설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 , , .
그러나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흥미의 중심이 변화하듯이 독서 흥미의 내용

도 곧 연령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야기용 자료를 선택할 때는 이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야기 대상층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공도서관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야기 들'
려주기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 집단인 세부터 세까지' 3 11 12)의 독서 흥미의 발달

을 그들의 성장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별하여 보면 학자들에 따라 다소 견

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회화기 세전 옛날 이야기기 세 우화기, (4 ), (4 6 ), (6 8∼ ∼

세 동화기 세 이야기기 세 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8 10 ), (10 12 ) 5 ,∼ ∼

시기별로 좋아하는 독서 자료의 유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13)
회화기 세전 동물 승용차 사물 등 실물적 구상화 그림책류(4 ): , , ( ) (1.5具象畵①

세 이야기 그림책류 세3 ); (3 8 )∼ ∼

옛날 이야기기 세 초현실적인 설화 동물이야기 전래 동화 등의 옛날(4 6 ): , ,② ∼

이야기 세 이야기 그림책류 세(4 8 ); (3 8 )∼ ∼

우화기 세 옛날 이야기 세 이야기 그림책류 세 단문 형식(6 8 ): (4 8 ); (4 8 );③ ∼ ∼ ∼

의 옛날 이야기인 우화 세 위인들의 유년 시대를 그린 일화 세(6 8 ); (6 8 )∼ ∼

12) 도서관에서 이야기 들려주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장 낮은 연령층은 개월로 나타나18
고 있으나(Robotham and LaFleur, op. cit 대체적으로는 이야기 그림책류를 즐., p. 126),
기는 세 이상이며3 (Magaret Hodges, "Storytelling,"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전통적인 이야vol. 29(New York: Marcel Dekker, 1980), p. 169),
기시간 연령집단은 세가 보통임 안네 후릿트 어린이 서울5 11 ( , , ( :圖書館 金孝貞 譯 韓國∼

, 1981), p. 154).圖書館協會

13) 독서흥미의 발달단계와 독서자료유형은 ,阪本一郞 等編 op. cit., pp. 125 127; ,金正律∼

이재철 단계별 아동독서능력표 조선일( : , 1977), pp. 218 219; , " ,"兒童心理學 大邱 學文社 ∼

보 년 월 일자 면을 참고한 것임, 1995 12 7 , 22 .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교실 운영에 관한 고찰 9

동화기 세 어린이들의 현실 생활을 상상으로 꾸며 놓은 생활 동화(8 10) : (8④ ∼

세 위인이나 초인적인 영웅의 행동 업적을 과장해서 꾸며 놓은 신화10 ); · ·∼

전설 세 초현실적인 공상이야기인 가공 이야기 세(8 12 ); ( ) (9 13 )架空∼ ∼

이야기기 세 신화 전설 세 가공 이야기 세 현실의 사(10 12 ): · (8 12 ); (9 13 );⑤ ∼ ∼ ∼

회 생활에서 소년 소녀가 당면하는 문제를 그린 것이나 소년 또는 영웅을

주역으로 한 소년 소녀 문학 세 행동의 장벽을 용기로 타개하고(10 13 );∼

지적인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은 모험 탐험 탐정소설 세· · (11 15 )∼

이처럼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따라 독서에 대한 흥미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 들려주기도 그에 따라 몇 개의 대상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렇다면 상기한 독서흥미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볼 때 이야기 대상.
집단과 각 집단별 독서 자료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획일화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한 독서 흥미 발달

단계에 맞춰 세 미만의 유아 그룹 세의 유치원 아동그룹 세의 저3 5 , 5 6 , 6 8∼ ∼ ∼

학년 그룹 세의 중학년 그룹 세 미만의 고학년 그룹의 개 집단이, 8 10 , 10 12 5∼ ∼

나 세 미만 그룹 세 그룹 세 미만그룹의 개 집단5 , 5 8 , 8 12 3∼ ∼ 14)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보통 채택하고 있는 집단 구분이나 연령 계.
층별로 좋아하는 독서 자료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후자와 같이 개 그룹으로 대3
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들 집단별 자료 유형은 세 미만의 유아그, 3 5∼
룹은 주로 그림책류를 세까지의 유치원 및 저학년 그룹은 이야기 그림책류, 5 8 ,∼

설화 전래동화 동물이야기 등의 옛날 이야기 우화 일화 등을 세 미만의· · , , , 8 12∼

중학년 이상 그룹은 신화 전설 가공 이야기 모험 탐험 이야기 소년소녀 이야, , , · ,
기 과학 이야기 등을 주로 선택하도록 하고 특히 민화 는 유아 그룹부, , (folktale)
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연령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신화나 전설은 중,
학년 때부터 도입15)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2.
15) Hodges,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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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전문사서의 구연 기술3. ( )口演

음성과 말씨3.1

알버쓰너트 가 성공적인 이야기 전문인 이야기꾼 이란 좋(May H. Arbuthnot) " ( )
은 목소리 명백한 말씨 정확한 어휘 경쾌한 외모 등의 눈에 띄는 외적인 적절, , ,
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16)고 주장한 바처럼 음악에서 악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좋은 연주가 되듯이 이야기 들려주기에서도 역시 경쾌한 목,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제일 기본 조건이라 하겠다 즉 자신의 목소리의 박자. , ,
음조 진동 음색 등을 정확하고 바르게 들려주어야 한다, , .17)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슴에서 표면적인 호흡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가 아

닌 복식 호흡 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 즉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을( ) ,腹式呼吸

조절하면서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배에서 나오는 소리는 폭이 넓으며. ,
툭 트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이 쉰다든지 소리가 갈라진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18)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발음하여야 한다 특히 더듬거리거나.
콧소리 또는 격조된 거친 소리 피로에 찬 소리나 약한 소리 높은 소리 단조로, , ,
운 소리 등으로 말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과 불안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의 지적을 듣고 그 결점을 발견하,
여 복식 호흡 조절법의 훈련을 통해 경쾌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까지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9)
이밖에도 말의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와 말에 대한 지식 말의(
역사나 이면에 있는 의미 등 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야기 들려) .
주기를 잘 하려면 풍부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
고력과 상상력은 곧 풍부한 어휘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20)

말의 기술3.2

이야기 들려주기의 세 가지 원칙을 든다면 한마디로 요약하여 소박하게 성실,

16) May Hill Arbuthnot, Children and Books, rev. ed.(Chicago: Scott, 1957), p. 272.
17) Sawyer, op. cit., pp. 153 154.∼

18) Arbuthnot, loc. cit.
19) Sawyer, op. cit., pp. 154 156; Arbuthnot,∼ loc. cit.
20) Sawyer, op. cit., pp. 1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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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것, 21)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야기란 말하는 사이에만.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말하는 기술을 충분히 익

혀 놓지 않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생한 느낌을 갖도록 그 이야기에 생명

력을 불어넣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야기의 종류와 정황에 따라 말의 속도 말과. ,
말 사이의 간격 소리의 고저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다음과 같은 기(pause),
술들을 먼저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속도(1)

먼저 들려 줄 이야기의 기본적인 속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도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엄숙하고 천천히 말해 나가는 것이 있

는가 하면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만일 이야기의 속도, .
와는 관계 없이 말을 빨리 하거나 고저 강약의 구별 없이 똑같은 음조로 이야,
기를 한다면 소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어 마음에 새겨둘 겨를이 없거

나 지루한 느낌만을 주어 듣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을 남겨 놓기 때문이

다 이는 음악에서 빠르게 라든가 보통 빠르게 조금 느리게. (allegro) (moderato),
등으로 연주되는 것과 같다(andante) .

따라서 한 이야기 가운데라도 음악 연주에서처럼 그 장면 장면의 분위기에 따

라 엄숙하고 천천히 해야 될 부분 경쾌하고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을 가려서 듣,
는 사람의 마음에 일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22) 이러한 속도

조절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가서 장

면 장면의 정황에 따라 슬픈 표정 기쁨에 찬 밝은 웃음과 눈동자의 반짝임 갑, ,
작스러운 엄숙한 표정 가벼운 상 찡그림 등을 지나치지 않게 외모로 나타내면,
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23)

간격(2) (pause)

이야기를 들려 줄 때는 설명을 위한 제스처보다는 말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

면서 속도 조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쁨이나 슬픈 표정 엄숙한 표정,
등 마음 깊이 새겨진 감정의 표현을 얼굴과 눈에 가볍게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

이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무언극을 할 때나 드라마를 할 때처럼 행동이 큰 손.
짓 몸짓 등의 연기를 곁들일 경우 오히려 그러한 제스처만이 인상에 남게 되어·
아동의 상상력을 길러 주기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 본래의 자세를 잃게 하는 결

21) ,阪本一郞 等編 op. cit., p. 88.
22) Sawyer, op. cit., pp. 171 173.∼

23) Arbuthnot, op. cit.,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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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24) 물론 유아기의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을 보여주

면서 그 형태에 대한 보다 많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짓 몸짓 등으·
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보다 큰 아동들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겠다.25)
따라서 이야기 들려주기에서는 행동이 큰 몸짓손짓 대신에 중요한 말이나․
사건의 앞 장면이 바뀔 때 숨을 모을 때 시간을 뛰어 넘을 때 다음을 기대하, , , ,
도록 할 때 행 의 끊어진 부분이나 구두점이 있는 곳 등의 앞에서는 조금 시, ( )行
간을 두어 적당한 간격 사이 을 띄우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 ) .
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

는 시간적 준비를 갖게 하고 다음에 이어져 나올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게 하는 데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간격은 이야기 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도 필요하다.
아동들을 자리에 앉힌 후 그들을 이야기의 세계에 몰입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소개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사이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 오래 가져서는 안되며 심호흡할 정도의 시간이면 적합하

다.26)

음성의 고저(3)

음성의 고저는 속도 및 간격과 더불어 말의 기술의 요소라 하겠다 그러나3 .
이야기 들려주기는 연극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

문에 흉내를 낸다거나 연기를 할 필요는 없으며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 조절과 음정의 고저 등 어조의 변화에 의하여 이야기에 억양을 갖도록 하

는 것이 좋다.27) 그것은 전술한 바처럼 너무 거친 목소리나 높은 목소리 단조로,
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피로감 권태감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자신의 보통 때의 목소리와는 달리 높고 날카로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피아노의 중간 도 음 정도의 목소리를 유지「 」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듣.
기 좋은 음성과 나쁜 음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들으

면서 어떠한 소리가 듣기 좋은가를 관찰하고 자신의 소리와 비교하여 자신의,
음질 발성법 성량 호흡 조절 등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 .聲量

24) Ibid.
25) Ibid., pp. 277 278.∼

26) Ibid., p. 277.
27) , ( : , 1986), p. 148.小河內芳子 編 子 圖書館 運營 東京 日本圖書館協會どもの の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교실 운영에 관한 고찰 13

이야기시간 운영방법4.

이야기의 사전준비방법4.1

이야기 들려주기용 카드작성 방법(1)

이야기 들려주기를 할 때는 사전에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한 사항을' '
아래의 양식과 같은 카드에 메모하여 이야기 제목의 가나다 순이나 이야기 종류

별로 배열해 두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와 같이 카드화하여 보.
관해 두면 다음 번에 사용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이를 체계화시키는 데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들려주기용 카드상의 기입 사항을 기입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①
이야기 제목 저자 또는 편자 역자 출전 수록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 수, , , ( , , ,② ③

록 면수 이야기의 내용 및 소요 시간 이야기상의 주의점 및 대상층의), ,④ ⑤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이야기의 내용을 기입할 때는 한 번 읽고 줄거.
리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읽어 자기의 것으로 만든 후 기억으로부터 줄거리

를 찾아 기입하는 것이 좋으며 소요 시간은 이야기 줄거리의 끝이나 밑에 기입,
해 놓도록 하고 이야기상의 주의점에는 대체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

명해 주어야 할 내용과 관련된 교훈적인 말 어려운 어휘 시대적 배경 등을 기, ,
입해 놓도록 한다.
이의 기입요령을 벌거벗은 임금님 을 예로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제목 : 벌거벗은 임금님

저자 : 안데르센 지음 송명호 엮음,
출전 : 안데르센 동화 은하수 쪽. , 1998. 2 13～

내 용 :

아주 사치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거짓

말쟁이 상인에게 속아 자기의 옷감을 짜도록

많은 실과 돈을 주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열심히 베를 짜서 옷을 만드는 척만 한 후 이,
옷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옷이라고 속여 벌

거벗은 임금님께 입히는 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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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

고 할 수가 없어 거짓말쟁이 상인이 입혀준,
대로 성 밖에 행차한 벌거벗은 임금님은 모든

구경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소요시간 분10

이야기상의 주의점 :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치와 허영심을①

갖지 말자는 주의를 환기시킬 것

유치원생 대상 또는 세 대상( 5 8 )② ～

이야기의 암기방법(2)

위와 같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 메모한 후에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한자 한자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내

용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 가

운데 그림으로 묘사하여 그 그림의 형체대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놓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즉 마음에 새겨 놓고 음미해 가면서 천천히 읽어 나간다. ,
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읽고 난 다음 취해야 할 몸짓 표정 성격 등에, , ,
따라 그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상상력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이다.28)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 놓은 이
야기의 줄거리의 핵심도 기억을 더듬어 적어 보고 사용할 단어들이 그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

본다 이 때 말로 잘 표현되지 않을 경우는 책을 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연습도.
하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몇 번이고 책을 보지 않고 실제로.
소리내어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그려 놓았던 이야기가 완전히 자

기의 것으로 소화됨은 물론 자신의 말로 바뀌게 되어 이야기를 할 때 자신감과

자연감을 잃지 않게 되며 보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새겨 놓은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 가운데 남게 될 뿐 아

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남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를 암기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야기에는 축어

28) 후릿트, op. cit.,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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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으로 익혀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 , word for word)逐語的

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범주를 대별하여 보면 작가가 창작해 놓은 독창적인 이.
야기와 민화 전설 동화 등의 전래적인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다· · ,
시 작가가 창작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놓은 것과 전래되어 온 것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29) 이 중 전자의 경우가 바로 작가에 의해 표현

된 문체의 중요성 때문에 가급적 축어적으로 익혀야 할 이야기에 속한다고 하겠

다 또한 후자의 경우도 특정 작가가 창작적으로 이야기를 꾸미지 않은 전래된.
이야기라면 축어적으로 익히지 않고 줄거리의 핵심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꾸며서 들려 주는 것이 좋지만 작가가 새로이 꾸며 놓은 이야기의 경,
우는 역시 이야기 전문인의 언어구사보다 작가의 표현이 문체적으로 더 낫기 때

문에 축어적으로 기억해야 할 이야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30)

이야기의 시간배당과 적정 인원수4.2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따라

독서에 대한 흥미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의 운영 시간대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세 미만의 유아그룹 세의 유치원 및 저학년 그룹 세 미만의5 , 5 8 , 9 12∼ ∼

중 고학년 그룹의 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
우리 나라 실정을 고려한 이야기 들려주기의 시간대를 제시하여 보면 초등 학

교의 정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세 미만의 유아 그룹과 취학 전 아동 그5
룹은 보통 어머니와 함께 오거나 유아 놀이방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학령의

아동들이 학교에 있을 낮 시간대에 개최하도록 하고 유치원생과 저학년 그룹은

오후 시간대 중학년과 고학년 그룹은 토요일 오후 시간대를 배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개최 회수는 활용 가능한 이야기 전문 사서의 수 참. ,
여 희망 어린이 수 활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유아그룹의 경, ,
우는 보통 주 회 기타 그룹은 주 회 또는 격주 회가 적당하다고 하겠다1 , 1 1 .31)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의 회당 총 소요시간은 연령 집단에 따라 다양하나1
대체로 분으로 하되 세 미만의 유아그룹은 다소 질서를 지키는 수업을30 40 , 5∼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모임의 경우는 분 정도가 좋고 동일 집단을20 30 ,∼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임이라면 프로그램의 길이와 복잡성도 이에 따라 점진

적으로 증가시켜 약 분까지도 배정시킬 수 있으며 유치원생 및 저학년 그룹45 ,

29)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4.
30) Ibid., pp. 124 125.∼

31) Hodges, op. cit., p. 171;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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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분 정도를 중 고학년 그룹은 분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30 , · 30 40 .∼ 32)
더불어 이야기 편당 소요 시간은 유아 그룹부터 저학년 그룹까지의 경우는1
그림책류나 옛날 이야기 동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짧은 내용들이므로 보통,

분을 배정하여 회당 편의 이야기10 15 1 2 3∼ ∼ 33)를 함께 들려주도록 한다 그러나.
특히 유아를 포함한 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는 단순히 이야기만 들려주기보다는

편의 이야기와 함께 동작 게임 발찍기 손뼉치기 등 악기 연주 유희나 동요2 ( , ), ,
부르기를 분 정도 곁들여 진행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5 6 .∼ 34) 반면에 중학년 이

상의 경우는 짧은 내용물이라면 회에 편을 함께 들려주지만 중편 이상의1 2 3 ,∼

창작 동화나 소년 소녀 이야기 등의 경우는 대체로 편을 선정하되 이야기 시간1
이 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30 .
이밖에 이야기 시간의 적정 수용 인원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미만의 유아 그룹의 경우는 이야기 듣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데5
다가 너무 어려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버

릇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명6 12∼ 35)의 소그룹 형태가 좋으며 유치원 아동과 저,
학년 그룹은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명 내외 중학년 이20 ,
상은 명 내외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하겠다30 .

이야기 시간의 준비와 분위기 조성방법4.3

어린이들이 이야기 들려주기에 흥미를 느껴 이야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들어보면,36) 이야기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해진 일시에 정기적으로 이야기 시간을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며 이를 개최할 때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끌 재미있는 그림과 글을 곁들여 개최, ,
일자와 시간을 포스터나 이야기 안내문 등으로 미리 알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 방을 별실로 갖추거나 부득이할 경우 칸막이나 커튼으로 코너를 만들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는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함과 더불어 이야기하

는 사람도 말하기 편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 방의 창문에는 얇,
은 커튼을 쳐서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채꼴

32)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2.
33) ,小河內芳子 op. cit., p. 149.
34)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9.
35) 후릿트, op. cit., p. 149.
36) ,小河內芳子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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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좌석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의식이 이야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야기 시간을 진행할 때는 어린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

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전술한 이야기의 선택.
방법과 이야기 들려주기의 기술과 더불어 이야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미의 공공도서관 아동봉사 부서나 아동도서관 학. ,
교도서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37)
먼저 시작하기 분전쯤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어린이들을 정렬시5
켜 별실로 되어 있는 이야기 방이나 코너로 정숙하게 입장하도록 한다 이는 소.
란을 통제함이 없이 입장시켜 착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열을 정돈시켜 이야기

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한 후 착석하도록 하여 이야기를 시작하

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미만의 유아 그룹의 경우는 취학한. 5
아동들만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분방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주간 계속되

는 프로그램에서는 등록제로 하여 두세 가지 색깔의 두꺼운 판지에 동물 윤곽을

본뜬 예쁜 명찰을 만들어 달아주어 사서가 산만한 어린이의 이름을 부르기 쉽도

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도 자기의 이름표를 갖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38)
어린이들이 입장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해 놓은 좌석에 앉으면 들려 줄 이

야기책을 들어 보이면서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 주겠어요 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시」

선을 끈 후 잠시 양초나 옛 모양의 램프에 불을 붙이는 의식 을 갖도록 한, ( )儀式

다 양초 또는 램프 에 점화를 할 때는 이 양초는 이야기의 양초 램프 입니다. ( ) ( ) .「

이 양초 램프 에 불이 켜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라고 말( ) . 」

을 하면서 불을 붙임과 동시에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
히 세 미만의 유아 그룹의 경우는 꼭두각시 인형을 손 위에 올려놓으면서 여러5
분의 친구인 이 꼭두각시 인형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니 조용히 들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인형을 앞에 비스듬히 놓으면서 불을 붙임과 동시에 그림책을

펼쳐 이야기의 장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 하겠다.

37) , ( : , 1971), p. 76; ,今林秀夫 編 學校圖書館 讀書指導 東京 岩崎書店 阪本一郞 等編の op.
cit., pp. 88 89; ,小河內芳子∼ op. cit., pp. 149 150;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를 종합한 것임125; p. 129 .
38)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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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촛불 램프불 을 통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 )
의 시선이 이야기 듣기에 집중되도록 함과 더불어 마치 마법의 등불 과 같은「 」

불빛 속에서 이야기의 나라를 연상하면서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이야기를 끝마칠 때에도 행하는 것이 좋다 즉 이야기가 끝나.
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책의 소개와 대출 가능함을 알리고 다음 번의 이야기 시

간을 예고한 후 촛불이나 램프불을 끄는 의식을 갖는다 이 때에도 이 양초. 「

램프 는 이야기의 양초 램프 입니다 이 촛불 램프불 이 꺼질 때 무엇인가 소원( ) ( ) . ( )
한가지를 마음 속으로 빌어보세요 그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 」

하거나 유아 그룹의 경우는 다시 꼭두각시 인형을 손에 올려놓으면서 촛불, , 「…
이 꺼질 때 여러분의 친구인 이 꼭두각시 인형에게 무엇인가 소원 한가지를 빌

어 보세요 그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한 후 촛불 램프불 을 끄. . , ( )」

고 어린이들을 정렬시켜 조용히 방 밖으로 내보낸다 이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가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끝내고 난 후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도

덕적인 이야기라든지 또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항상 아쉬움 속에서 이야기의

여운을 즐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마음 깊이 감동되어 있는 것을 말이나 글.
로 표현하도록 하기란 성인들에게조차도 어려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감동이 깊으면 깊을수록 독자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여 마음 속에 깊

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것을 모두 끄집어 내어 쓰도록 한다

든지 말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

하기 쉬운 데다 진정한 감동을 표현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야기교실 공간 규모와 배치4.4

이야기 교실 방 의 공간 규모는 아동용 집회실 및 이야기 방 좌석당 면적이( ) 1
이야기 방으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인당1 1 ,㎡ 39) 이야기 방과 집회실을 겸용할

경우에는 1.5㎡40)가 적합하므로 대도서관은 명 내외30 41)를 수용할 수 있는 30㎡
정도 규모의 별실42) 아동들의 집회 활동 겸용일 경우는( 45㎡43) 로 갖추도록 하)
고 별실을 갖추기가 어려워 칸막이나 커튼으로 이야기 코너를 마련할 경우에는,
적어도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20 .∼ ㎡

39) 서울, , , ( : , 1983), p. 97.佐藤仁 西川馨 公共圖書館 申東惠 譯 技文堂

40) IFLA,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3), p. 49.
41) , ,佐藤仁 西川馨 loc. cit.; IFLA, loc. cit.
42) , ,佐藤仁 西川馨 loc. cit.
43) IFLA,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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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야기 방 코너 의 위치는 어린이들이 안락한 느낌을 갖고 이야기에( )
집중할 수 있도록 소음공간과 떨어진 지역에 두도록 하고 창문에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얇은 커튼을 달아 실내가 약간 어둡도록 함과 더불어 이야기 나라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실내장식도 약간 곁들여 놓는 것이 좋다고 하

겠다 이밖에 실내에는 의자 외에 주위를 산만하게 할 물건들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 주위에 불필요한 가구들 특히 서가들을 두지 않도록 하고, , ,
의자도 등받이가 없는 의자 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가 좋으며(stool) (chair) ,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도서도 이야기 전문 사서의 뒤에 보관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44)
의자의 배열은 이야기용 책상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하되 가급적,
의자의 세로줄은 짧게 배치하고 각 줄의 의자배치는 홀수 줄의 의자와 의자 사,
이에 짝수 줄의 의자들이 놓이도록 배치하여 이야기 전문 사서와 어린이들이 가

능한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결 론5.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 교실의 운영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

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의 이야기 시간 운영 프로그램은

독서의 정신연령기인 세 전후부터 책과 친근하는 습관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6
차지하고 있어 서양에서는 이미 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프로1899
그램이자 가장 보편화된 프로그램으로서 공공도서관에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필수적인 봉사 활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을 보면 년 현. 1997
재 개관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참가 대상 범위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12
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고는 아동들의 독서 흥미 유발에 필수 불가결한 봉사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교실 이야기 방 운영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
의도에서 아동 담당 사서가 익혀야 할 이야기 들려주기의 기술과 이야기 소재의

선택 요령 이야기 시간 운영 방법 및 이야기 교실의 공간 구성 방법에 대한 견,
해를 제시한 것이다.

44) Robotham and LaFleur, op. cit., p. 125;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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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용 도서를 선택할 때는 신비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관찰력과 상상,①

력 선악의 판별력과 동정심 모험심을 길러주고 용기사랑아름다움유머에, , , ․ ․ ․
대한 이해와 반복적인 기쁨 및 감동을 일깨워 주는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야기를 선택할 때는 이야기의 윤곽이 뚜렷하고 등장 인물의 성격 묘사,②

가 서술적으로 자세하게 엮어져 있지 않고 언어 연기와 소리 리듬에 주의를 기, ,
울여 놓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 대상층의 연령 집단은 세 미만의 유아 그룹 세의 유치원3 5 , 5 8③ ∼ ∼

및 저학년 그룹 세 미만의 중학년 이상 그룹의 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8 12 3 ,∼

의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되 민화는 연령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화와 전설은 중학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의 속도는 그 분위기에 따라 빠르기와 고저를 달리하고 제스처 대,④

신 표정의 변화와 중요한 말이나 사건 장면이 바뀌는 부분 등에서의 적당한 간,
격 유지 심호흡할 정도 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이야기 들려주기를 할 때는 사전에 들려줄 이야기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⑤

메모하도록 하고 암기도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림으로 묘사하여 그,
그림의 형체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야기 들려주기의 회당 총 소요 시간은 분 정도가 편당 소요 시1 30 40 , 1⑥ ∼

간은 보통 분 정도 회당 편 정도가 적합하며 적정 수용 인원은 유10 15 , 1 2 3 ,∼ ∼

아 그룹은 명 유치원 및 저학년 그룹은 명 내외 중학년 이상은 명 내6 12 , 20 , 30∼

외가 적정하다 하겠다.
이야기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해진 일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하⑦

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창문에 커튼을 치고 촛불 의식을 갖,
는 등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야기 교실 방 의 규모는 적어도 아동 집회실 겸용은 는 되도록( ) 30 ( 45 )⑧ ㎡ ㎡

하고 별실이 아닌 코너 마련시는 의 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실내의 의, 15 20 ,∼ ㎡

자 배치는 등받이 의자로 세로 줄을 짧게 한 부채꼴 모양의 배치가 적합하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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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1.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구촌 차원의 사회는 정보기술이 원동력이 되어 정

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측면이 급속히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업사, , .
회의 형성과정과 비교해 보면 정보사회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짧은 시간 속에 형

성되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진화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의 단절적 기술,
개발방식1)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컴퓨터기반의 네트워크.
화 디지털화 그리고 멀티미디어화를 실현시켰고 이들 첨단 테크놀로지의 통합, , ,
은 미디어 융합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의 정보기술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으

며 이에 대응 할 새로운 사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다른 각도로, .
보면 디지털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기존 사회배경에서 이러한 매체융합과 기,
술의 통합현상 등 여러 발전추세가 상호 작용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예전에 없,
었던 다각적인 사회문제 특히 사회 윤리규범과 도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마찰,
과 갈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정보사회에 새롭게 기대되는 긍정적이.
고 바람직한 현상과 유리되며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정보화 역기능으

로 보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유사라 디지털도서관 지원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구조의 동향 한국문헌정보, 1999. ,
학회지 제 권 호, 3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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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으로 판단되는 현상을 정보 측면에서 살펴보

고 정보 전문인으로서 취해야 하는 역할과 정보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디지,
털 도서관의 진정한 기능을 정보시스템 개발자나 연구자 그리고 현직 실무 사, ,
서들의 전문직 윤리의식 측면과 정보사회에 적합한 도덕적 규범에 대한 도서관

교육기능 측면에서 살펴본다.

정보화 역기능으로의 문제정보2.

보통은 인터넷을 가상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일부 젊은 층 이 점유하고 있는 가상공간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 ,
행위들도 일시적인 그리고 현실과 유리되는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
이것은 착각이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약으로 효력이 있고 전자. ,
거래는 실제 거래 당사자간의 물품과 대금이 온라인으로 오고 가는 실제적 행위

이며 그를 통해 이제는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들도 수렴되고 정보사회의 여론,
이 형성되는 엄연한 현실공간이다 따라서 대중에게 인터넷으로 불려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 환경은 더 이상 가상적 공간이 아니며 그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무질서하게 떠도는 가상적 정보가 아니다.
네트워크 정보환경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굳어져 갈 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인

터넷을 중심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 우선적으,
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불건전 정보의 문제이다 불건전 정보는 우선적으로 사.
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내용들 즉 음란 폭력 정치적 극단주의 인종차별 환경, , , , ,
파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노출.
은 이성적 분별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들에게 건전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침해의 문제를 일으킨다.2)
도서관 환경에서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도서관의 검열기능 을 들(Censorship)
수 있으나 이것은 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서 적용했고 만일 도서관의 잠재적 이

용자 층에 미성년층이 포함될 경우에는 자료 대출 등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 면

에서 불건전 정보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도서관이 판단한

자료는 구분시켰다 지금의 문제는 예전같이 간단하지 않다 성인이 아닌 이용자. .
에게 구분된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네트워크 환경 때문

에 논쟁점은 무엇이 불건전인가 라는 원리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불건전 정" " " "
보를 차단하는가에 하는 방법론 단계로 일단 후퇴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네트워.

2) 박찬구 정보통신윤리의 윤리학적 근거에 대한 고찰 세미나 자료집 제 주제, 1999. , 1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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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상의 불건전 정보의 차단은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불건전 정보 문제가 완벽하.
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둘째로는 비 공인 정보의 문제가 있다 국가나 공인력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부터 공인되지 못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라는 이름 하에 무단복제 편,
집 저작인 동의 없는 자료 활용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편견과 편파성 내용 등으, ,
로 대중에게 제공된다 이와 같은 비 공인 정보는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과장되. ,
거나 왜곡된 상태로 등록되는 정보 컴퓨터 통신상의 사기 등으로 발전될 위험,
성을 갖고 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은 이미 과잉 공급되.
고 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무단으로 새로운 기술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
위 옴브즈맨쉽 과 같은 정보 공급자들의 의식 있는 자가진단(Ombudsmanship)
기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 공급자 라 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제. (IP) ,
작자 멀티미디어 컨텐츠 설계자 등을 비롯하여 정보를 중간과정에서 가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있다 공급자들의 수준에서 정보의 공인 여부를 확인하.
고 그 내용을 소비자 즉 정보 이용자들에게 주지시켜 정보에 대한 대응을 사전,
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대안은.
사회 공익을 위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야 한다.

셋째 상업화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사회의, .
경제구조와 경영전략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식기반 경영전략 등과 같은 기존과

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 급변하는 사회물결을 타고 수시로 변,
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경쟁의 전략수립과 시장예측의 민첩경영" "3)등
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의 산업화 추이가 강화되고 있고 그럴수.
록 상업적 자본화가 확장되고 상대적으로는 도서관과 같은 사회 공익을 위한 정

보 서비스 기능을 하는 조직은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중적 수용자.
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통신 그리고 각종 뉴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
대부분의 정보가 쾌락 추구나 오락정보 위주가 되는 상황과 철저한 영리 추구의

상업논리에 의해 광고 홍보 정보의 만연 현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커진다 이것, .
은 컴퓨터 앞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 정보사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 )
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 등의 사회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 서

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방해하거나 쉽게 상업적인 행위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

3) 현대 경제 연구원 기업성장 여건의 변화와 지식경영, ‘ ' Prime Business Report. 99.10.27
자 게재 내용.



24 도서관 년 겨울Vol.54 No.4(1999 )

다.

넷째로 저 품질 정보의 문제이다 이것은 정보 소비자들이 가장 더디게 인식, .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인지하지도 못한 상

태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정보 품질이다 저작자가.
생산한 원시 정보가 주제적 내용에서나 형식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

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레퍼리 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생기는

정보공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생산자 등의 정보 제공자 들이 엄격한 품질기준이 없(IP)
거나 제각각의 기준 적용으로 가공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포장된 저질의 정보

를 양산할 경우에는 불완전하거나 비 일관적이고 부정확한 오류 정보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용자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원시정보에 대한 잡음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 국내의 경우 기존의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들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한,
최근 연구 사례4)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데이터베이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아주 뛰어난 품질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아주 질적으로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경

우가 없이 저질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분석 대상의 대부분이 정. ,
보 품질 면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오류들이 수정되거나 평가

되지 못한 채 이용자에게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지나치게 넘쳐 들어오는 정보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과잉정보의 질적 저

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정보 평가제도나 정책이 구비되지 못한 도서관,
정보시스템 측면의 메카니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자체에 대한 철저한 진,
단이나 품질 평가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무감각하거나 무딘 반응을 보여

서는 안되는 연구자나 현장 실무자들의 무기력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

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 국내 일간지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통계자료에 대한 외국

의 정보 신뢰도가 지극히 낮다는 내용이 있었다 분석도 필요 없는 그러나 단지.
있는 그대로 일정 기간 누적된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통계 자료의 정보조차 인

정받지 못하는 국내 정보현실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4) 유사라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 품질 평가의 메타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9. , ,
권 제 호16 1 . p.157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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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의 진정한 기능3.

도서관은 앞으로 그 이름이 디지털 도서관이던 가상 도서관이던 간에 정보사,
회의 구성원들이 공론을 만들고 각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 세대의 정보

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을 때 존속의 명분을 갖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
구촌의 네트워크는 지구표면을 뒤덮은 전자표피층 을 형성시켜(Electronic Skin)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닌 사이버 방식의 현실공간으로 엄연히 실재한다 실재하.
는 사이버 공간의 정보 역시 가상적 일시적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

활과 삶에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치명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정보행위에 대한 철저한 원칙 진단 그리고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 ,
고 현재 정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과 연계되어,
생산 가공 배포 순환되어야 한다, , , .
도서관이 사이버 세대의 사회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간이 되려면 불건전 정보를

외면 할 수 없다 우선은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불건전 정보. ,
의 사례를 조사하고 비판 규제를 가하며 불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
두어야 하며 그들을 통해 학교나 가정을 비롯해 민간단체 나 시민 단체 등(NGO)
으로 협동차원의 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새로운 사이버세대의 건전.
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기능 하는 정보 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실시되어 온 도서관 이용 교,
육은 일방적인 수요자 입장의 정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
야 신속 효율적으로 저장된 가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쓰는가 하는 면,
이 주제였다 그러나 사이버세대의 이용자들은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해 생산. ,
편집 그리고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의 복합적 역할과 다 기, ( )多
능력을 갖춘 이용자이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서 쉽게 접하는 각종 정보는 모두.
다 가치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전에 컴퓨터 조작방법을 익히면.
사이버 세대의 일원이 되는데 문제없던 시기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었

던 윤리성과 도덕성이 이제는 이용자들의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정보행위에 앞

서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이용자의 정보 이해력과 수용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개인들의 정보수용 한계를 넘어 공급되는 정보 중에 일단 공

인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확실하게 구별시켜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정보

다운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선별력을 안내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 분야와 조직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련.
의 공인 요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려하여 도서관 정관이나 규칙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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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소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던가 인터넷상에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
동적으로 공인 정보로 둔갑하는 원시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환경은 정비되어야 하

고 이에 도서관은 한 몫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포탈 서비스 그리고 전자신문 전자학술지 전자잡지, , , , ,
전자의료진단 등에서 이미 광고나 홍보정보가 그것들의 일면의 대부분을 도배하

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무엇이 본문이고 무엇이 광고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내.
용은 이용자의 정보 이해능력이나 수용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개인이 연결되면 개인신상 정보가 거꾸로 수

집되고 그로부터 한 개인에 대한 소비패턴을 비롯한 모든 사적인 개인정보가 분

석되고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유출되거나 판매되고 있다 사이버 정보환경.
에서 무엇을 하던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 정보 이용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고 무단 정보 유출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을 주지시켜야 한

다.
이와 같이 저급한 상업주의 도구로 네트워크 정보환경이 전락할 경우 사이버,
문화가 쾌락주의나 오락 위주의 문화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서관부터 정보사회 시민을 위한 문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디지털 뉴미디어의 최첨단 정보기술이 일순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구촌의 문화가 자칫 하나의 동일한 색깔의 통일된 문화로 바뀔 수 있는.
시점에서 세계 각 지역의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쉽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갖는 정보 유통의 효.
율성을 발휘하여 잘 알려지지 못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

적인 차원에서 문화시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에 도서관은 박물관이나 고.
문서 자료실 문화원 예술계 각 분야의 전시관 공연장 등의 기관들과 더불어, , ,
상업논리에 일부 가치있는 것들이 휘둘리는 사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

정보 사회 윤리와 정보전문인의 비평 기능4.

앞에서 나열한 문제의 정보는 네트워크 정보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도전과 해악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불건전 정보의 경우만을 보

더라도 국내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적 법적 제도적인 대응방, , ,
안들이 강구되고 전세계의 공동문제로 그 대응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사법상 전기통신 기본법상 청소년 기본법 등의 벌칙 강화와 규제 정비, , ,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대응처리로는 유해정보의 구축 및 차단 소프. DB
트웨어의 보급 확대방안 나 별 필터링과 선별적 접근 서버의 차단, IP URL ,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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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운영방안 정보내용 등급제 실시 정보생산자나 공급자 내역, , ,
화와 통합관리제 실시 등이다DB .5) 교육계를 비롯해 정보통신 언론 그리고 도, ,

서관에 관련된 여러 분야 연구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간행물위원회와 같

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 정책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산하 관계기관

과의 공조 체제를 마련하여 신속한 제도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전략들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 제도 그리고 기술력, , ,
만으로는 어렵다 기존 법의 대부분이 사이버 공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만들어졌.
고 그래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새로운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

는 것처럼 기존 산업사회의 윤리와 규범도 서서히 정보사회의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떤 특정 질서나 제도는 그 바탕에 기본 정신 혹은 원리가 있다 그것. .
을 철학자들은 도덕성 이라고 말한다 이 도덕성은 보통 특정 상황에(Morality) .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도덕들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공통된 정신을

의미한다.6)
어느 전문가 집단이라도 전문인으로의 기본 윤리강령이 있다 그런데 윤리강.
령은 두 가지 조건아래 준수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도덕성 그 자체의 원리를 고

려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도덕현상을 주목하는 것이다, .
정보 전문인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행위에서 도덕

적 현상을 주목하고 투시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정보이용자는 네.
트워크 상에서 서로에게 거의 완전히 노출되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자유로워짐

을 체험하고 있다 마치 국가이전 상태인 자연상태에서의 자유 즉 무엇이든. -
자기가 원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다 할 수 있는 자유 를 얻은 것처( ) -
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제할 기본 의무조차 잊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홉스 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잠재적 투. (Hobbes,T.)
쟁이 지배하게 되므로 따라서 사람들은 상호계약을 맺고 그들의 타고난 자유권

을 국가에게 양도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자연상태의 투쟁은 종식되고 작

자 자신의 자유를 보전한다고 했다 즉 인간의 자유권은 다른 인간의 자유권 앞.
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보전해야 하는 도서관.
은 현재 사이버 공간의 정보이용자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일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오경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사회와 정보통신, 1999. .
윤리 세미나 제 주제3 , P. 54.

6) 진교훈 유지한 공역 현대윤리학입문 철학과 현실사A. Pieper ( , ).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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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나 법이 외적 자유를 관계한다면 윤리 도덕은 미적 자유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원리인 내적인 자유와 관련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도서관의 정보. ,
전문인의 윤리강령이 정보 사회에 적절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서 변함없이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 정신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다시 짚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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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다가오는 세기는 문화의 세기 이며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21 .『 』

러한 예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 역량을 체계화하고 누구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개인과,

* 도서관문화비평가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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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부와 창의력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한 생산과.
체계화 활용을 통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을 통하여 축적되는 것이,
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지식자본을 가질 수는 없다

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유효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가에 모든 개인과 국

가의 현재와 장래가 달려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좋은 도서관을 가지는 것 이“ "
라고 말할 수 있다.1) 나아가 전세계는 모든 도서관 정보센터 등을 하나로 연결,
하여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원하는 지식과 정보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네트워크의 유용성도 결국은.
가장 말단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얼마나 충실한 지식과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

는 세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21 ‘ '
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공도서관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평생동안의 자기학습을 통하

여 지식과 정보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

반시설이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의 공공도서관은 그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그 수가 부족하고 개별 공공도서관들의 운영실태,
도 적지 않게 부실할 뿐 아니라2) 일부에서는 도서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3) 그러나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은 도서관과 독

서 등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고 있

1) 김대중 대통령은 년 월 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전국도서관대회에 보낸 축하1998 9 24
메시지를 통하여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에는 반드시 국민의 정신적 성숙과 문화적"' '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력의 바탕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 .
러한 지식과 창의력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바로' '
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도서관의 수준.
이 곧 국력을 좌우한다는 막중한 인식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도서관이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주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2) 년말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1998
가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 " ( ,

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1998.11.23.) .
3) 년 한해 국가경제 위기를 빌미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대폭 축소하거나 민간에게 그1998
운영권을 넘기려고 하거나 아예 도서관 운영을 포기하고 대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다,
는 이유로 도서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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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4)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지식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부체제 구축과 국민들

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세기를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21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자원의 보고인 도서관 특히 전국민을 그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 확충 뿐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글.
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문제2.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나라

행정기관과 국민 모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식화의 기반시설인 개인과 사회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저수지와 같은 도서관의 수준이야말로 그 성패를 좌우하

는 핵심적 지표일 뿐 아니라 그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 자원이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그 동안 도서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관료들.
과 도서관을 단순히 공부방으로 인식하고 이용해 온 일반 국민과 도서관인들 모

두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도서관 퍼블릭 억세스 포인트2.1. , (Public Access Point)

정보화와 사회의 지식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의 핵,
심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로 요약된다 즉 지' ' . ,
식과 정보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기능에 맡겨진,
상품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동안 공중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온.
도서관도 이러한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 과연 공공도서관이 정보의 제공자체.
를 하나의 목표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능,

4) 미국은 이미 년대 대공황 시절 때에도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책들을 대량으로1930
구입 공공도서관에 비치해 두고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도록 했다고 한

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학생들이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학교도서관 충실화를 변화에 대응' '
하는 방법으로 삼았다고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 공공도서관에 관한 小考 33

으로 인식하는가 공공도서관을 변화의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그 서비스를 실시, ,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역할 속에 내재해 있는 개인적 직업,
적 정치적 갈등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인간적 삶,
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정보를 공적인 관점에서 보장해 주는 곳이라는 명백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정보의 소지 여부가 중요한 삶의 요인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여타의 편견과 빈부의 격차 이념 등, ,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기관들은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은 그런 사회기관들의 중심적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국민들도

도서관을 통한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도서관 등을 통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에 대

한 올바른 이해부족 또는 정치적 제한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으,
로 정보의 자유로운 획득과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주도권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 각자가 적절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별히 모든 사회운동단체들은 현재.
나아가 앞으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의 활용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건설

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연대하여 공동의 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 도서관을 시민들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퍼블릭 억세스 포인트,

로 상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이 전개되(Public Access Point)
어야 한다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만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 거대. ,
한 정보와 자료의 저장소인 도서관을 누가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에 향후 우리

나라가 어떤 사회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담겨있다고 할 것이

다.

세기를 여는 매스터 키 공공도서관2.2 21 ,

최근 정부는 세기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나라도 이제는 지식을 기반으로21
국가혁신을 이루어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년 국정지표의 하나로 지식기반의 확충 을 설정하였다 이렇듯1999 < > .
새로운 시대는 두뇌를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나라가 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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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나라가 과연 지식강국이 될 수 있는가에 국가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할' '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식혁명시대로 규정되는 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가. 21 .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국가 사회의 모든 부.
문에서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와 사회의 지식화를 이루면

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매스터 키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은 이 시대에 도서관과 독서

등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5)는 사

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시대는 도서관을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사회기반시.
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공공도서관이야 말로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고 도서관을 활용한 평생의 자기학습을 통해 지식기반사,
회를 열어갈 수 있는 매스터 키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이의 발전에 적극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문제점3.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년. 1998
말 건국이래 처음으로 정부에서 문화기반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공

공도서관의 경우 그 현실은 대체로 부실하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IMF
에는 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조사에 응한 도서관 중 상당수 가 평점 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45.3%) 50 .6) 특
히 서울과 광역시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주민

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고 기존의 도서관들도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특별히 삶의 질이 뒤떨어지고 여,
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소외지역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가 더욱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기를 앞두고 시급하게 해소되어21
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보의 활용 여부가 개개인.
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현실에서 소외지역에 대한 공적인 정보

5) 각주 참조4)
6) 문화관광부 위의 책 쪽,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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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균형적인 발전은 국가의 매우 중

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
서관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7) 첫째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당국과

지역주민 모두의 인식 부족 공공도서관은 공부방이나 시간날 때 가야할 곳이.
아니라 이제 삶의 필수적인 공적 도구이다 둘째로는 운영 예산의 절대적 부족. .
운영 재원 부족은 도서관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
로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각종 정보를 습

득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찾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국가.
의 지식기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출판산업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새, ,
로운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전문직원 부족 전문직원은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요인이. .
다 따라서 진정으로 공공도서관이 그 효율성이 높기를 바란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직원의 전면적인 배치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공립공공.
도서관 관장에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정신에 따

라 이제는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행정과 서비스의 전문

화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도서관 증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용할 만. .
한 도서관이 너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지방 행정당국에서는 재정과.
인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다른 기능의 기관으로 전환시켜버리거

나 그 운영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나라.
전체의 공공도서관 체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위한 방안4.
공공도서관 정책 문제4.1.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나 정치 단체의 방침과 수단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개별 도서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서관 행정은 도서관정책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

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이용남은 근대적 도서관 역사가 짧고. '
7) 위의 책 쪽,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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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을 통해 도서관의 싹

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 중에서도 도서관 정책의 기,
틀을 만드는 지름길로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고 도서관법을 제정하는 길이라 믿

고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왔으며 년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 , 1991
되고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사서 배치 등의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듯 보였으나 이러한 조그마한 성과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8)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도
서관 정책 부실의 구조적 원인을 자기 반성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

리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서관계가 그 동안 도서관법이라는 신화에 너무 매달.
렸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법의 개정.
등에 집중했으나 정작 법은 정책결정권자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나 유용한 도구,
였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나마 꾸.
준히 개별 도서관 수준을 개선하고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더욱 노력했어야 했

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정책 소관 부서의 변경이나 전담 부서의 설치.
등 도서관계가 그토록 소망했던 모든 제도적 장치는 하드웨어로만 국한되고 정, ,
작 정책수행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함

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
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공공 도서관정책은 그 정책 목표도 뚜렷하지 않을 뿐 아( )
니라 정책의 구체적 집행수단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소가 아닌 피상적인 인식과 대처로

인하여 도서관 문제는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따라서 도서.
관 정책은 세부문제의 개개내용에 단발적으로 대처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시스템

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치 즉 도서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효율,
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9)

도서관 행정의 일원화 문제4.1.1.

도서관 정책에서 시급한 문제는 실질적인 행정체계 일원화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되

어 왔다.10) 따라서 이제는 정책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이 일선 공

8)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 주소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 " ", 34 ,
협회 쪽, 1996. 5-13

9) 위의 글 쪽, 7
10)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핵심적 문제는 부족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인사 재정적 문제점,
표출과 함께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호협

력체제 구축의 어려움 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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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행정기관간에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

서는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가 도서관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가 이렇듯 이원화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책의 혼란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관료들이 도서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도서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원

화 현상이 발생하고 고착된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러한 이원화를 극복하지 못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업에 항상 수반되기 마련인 부처

간 과도기적 갈등을 피해가려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결과11)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핵심시설인 도서관의 발전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원초적 장애요인인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국민들은 도서관이 시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구분할 이유가.
없다 다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공. .
도서관은 소속의 구분을 떠나 함께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부처간 협력.
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나,
라 공공도서관 발전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은 훌륭한 공공도서

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능.
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함께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
정착과 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21
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원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제기된 몇 가지 방안은 첫째로 중앙정부가 강력

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문화관광부가 새 문화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 '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 12)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

이 시도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공도서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 계 단위( )․
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군 단위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문화기반. .
시설 전반을 관장하는 행정부서를 설치 지역단위 문화복지 기능 확충 필요하다, .

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는 이용남 도서관 행정체계문제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 " ( 30
제 주제발표문 도서관문화 쪽 참조1 ) , v.33 no. 5(1992. 9 10) 15-16․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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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소속직원의 신분 변동에 따른 문제점은 교육부

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활성화4.1.2.

도서관 정책자문기구인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 10 )
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정책을 다루는 유일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
리 나라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자문기구로서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이 위원회도 결국 축소되거

나 폐지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가 도서관 발전에 진.
정한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자문기구의 참다운 가치

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앙정.
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별 도서관들에도 이러한 정책자문기구를 설치,
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년대부터 대통령 도서관위원회 전국도1960 ' ', '
서관자문위원회 도서관 및 정보학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잡', ' '
힌 도서관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정보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 오고 있

다.13) 이렇듯 충실한 도서관 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날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을 보아서도 우리 나라에,
서도 낙후된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하여서 오히려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상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짐없이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지식과 정보확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현 단계에서 국가경

쟁력 강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 에는 현재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도서관 및 정보학 위원회1999.9.2. ' '(NCLIS: National
의 사무총장 이 방Commission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Robert S. Willard)

한하여 우리 나라 도서관 정책 담당자 및 도서관계 인사들과 현재의 미국의 도서관 정책

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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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인사체계4.2.

인사 는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를 말한다 즉 인간이 가지( ) .人事

고 있는 조정 과 통합 판단 상상 의 능력(coordinate) (integrate), (judge), (imagine)
을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으로 취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따.
라서 도서관에서의 인사관리도 결국에는 도서관의 한 자원인 인적구성원을 적절

히 관리하여 도서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사문제는 도.
서관의 모든 관리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 업무의.
전문적 분야를 담당하는 사서직의 인사문제는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도서관에.
서의 사서직을 포함한 인적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인사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립공공.
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보임문제와 전문직원 배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도서관 운영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가들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한 기관의 운영은 결국 그 기관의 사람들에 의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의 관건은 역시 사서직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직원을 어떻

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인사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문제점4.2.1.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 인사체계에 있어 사서직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행정직군 사서직렬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직급이 급에서 급까지로 제한되9 4
어 있어 급부터는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다, 3 .
사서직은 초창기 단일직군 또는 학예직군에 속해있었으며 년 사서직과, 1984
유사한 성격의 전문직종은 거의가 일반 행정직군에서 연구직종으로 독립하여 그

전문성이 법률로 보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서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
하고 행정직군에 종속되어 있음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이 원천적으로 제한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사서직 공무원 인사체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서직의 법적 지위가 낮다 오늘날 도서관 업무가 과거의 관리 위주에, .
서 고도의 전문화된 봉사 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도서관이 다루는 정보,
매체도 책 위주에서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급속,
하게 변화 발전하는 정보통신활용능력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적

합한 고도의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문직에 상응하는 법적 보장책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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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해서는 사서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관심이 떨어져 우수한 사서들이 사서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인력제도를 시급.
히 개선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전문적 서비스 강화

는 물론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공공도서관 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직의 본질상 법적으로 행정직군 사서직렬이 아닌 독립.
직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직급도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 즉 급까지로 한정된 사서직의 직급한계를 풀어야 한다. , 4 .
둘째 사서직급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불합리하다 이러한 명칭은 사서직 업무, .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는 행정직 명칭 서기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 을 부가적으( , , , )
로 사용한 것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직.
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서직 고유의 명칭을 사

용하여야 한다.

사서직 공무원 수요공급의 문제4.2.2.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인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공공도서관 현

장에 신규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도서관 전문.
사서인력이 법정기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개선의 여

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서관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
히 도서관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은 필수

적인 요인임에도 이러한 인력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도서관

이 발전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도 급급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나 민간 각 부문에서 강도높은 구조조

정을 단행하면서 경제력과 행정력을 가진 세력이 이를 담당하다보니 전문직 인

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인력을 오히려 감축하는 조치

를 단행하고 있어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사서직도 예외는 아.
니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적지 않은 도서관 전문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서직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서직 인력수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공개경쟁 채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유능한 사서인력이 도서관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인력은 법에서 정한 기.
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14) 적정수의 전문인력 확보에 소홀하다면 결국 공공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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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설립 운영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적절한 확, .
충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기본조건이라는 사실을 인

식하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인력확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이 확대되어야 한

다.
둘째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서인력들이 공공,
도서관에 폭넓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사서직 채용시험에 전문 사서직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다 도서관에서 일할 전문직원으로서의 사서직 채용에는 역시 해당 분야의 경험.
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가 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립공공도서관장 문제4.2.3.

도서관 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역시 공립공공도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일정 경과기간을 거친 후.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전문가에게 맡겨1997 1 1 .

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 근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은 그렇지 못했다 김포옥의 연구에서는 역시 전문사서직 관장이 전문성이나.
애정에 있어 행정직 관장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

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 행정기관으

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직 부진한 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의 전면적인 사서직 보임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
까지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의 정신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할 중,
앙부처로서 아직까지도 공립공공도서관의 장을 사서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용

14)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도서관평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개 도서관에서 사서직원270
의 법정기준 도달율이 이상이라고 답한 도서관이 겨우 로 무려 의 도서관40% 30% 70%
이 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 관리운40% . ( ,
영 평가보고서 쪽, 35 )

15) 년 월 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김포옥 전북대학1998 9 24 36 (
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불과 년 이하를 도서관에서 근무한 공공도서관) 3
장이 여 년을 도서관에서 근무한 관장보다 배나 많다는 사실과 사서자격증조차 없는20 2
비전문가 관장은 이며 애당초 도서관 근무를 지망하지 않았던 관장도 에 이르는34% 40%
등 역시 전문가인 사서직 관장이 행정직 관장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애정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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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사서직 관장의 직급이 너무 낮고 또 상위직급 급 관장의 경우 에는 아, , (3 )
예 사서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장의 사서직 보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근

본적인 모순이 생겼다 직급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행정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서직 관장은 단지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관장의 직급에 우선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역주

민들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행정권한을 보

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급 이상의 상위직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3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장도 사서직이 그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사서직의 직급

상한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관장의 사서직 보임 여부가 현 단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에 산적해 있는 문

제해결과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행정조직에 있어 그 조직의 장이 해당기관.
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위해 실제 운영에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 하

는 등의 일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서관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집중적인 개

입에 실패했으며 문화관광부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소홀,
히 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듯 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관.
련 세력들이 주춤하는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도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한 법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도서관을 도

서관이 아닌 기관으로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공도

서관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계되는 중앙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도서관 발전을 통한 우리,
나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해 낸다는 자세로 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재정4.3.

도서관 운영에서 운영체계와 인력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은 역시 운영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그 기본 성격으로 볼 때 역시 지식과.
정보의 자유롭고 활발한 유통과 이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 물질적 재화의 재생,
산에 기여하는 서비스 중심기관이기에 재원확보는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는 경.
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과 같이 그 업무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운영을 통한 재정확보 또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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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기관에서 서비스 충실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갈수

록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부와 운영.
주체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원배분과정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민주주의와 인간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공공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국가의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성정을 지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을 강력 권장하고 있다.16) 이렇듯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을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규모로 이미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 나라

에서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적 투자를 소홀히 하

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재정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체적인 예

산의 부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도시개혁성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

라질의 꾸리찌바 의 예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꾸.市

리찌바 는 다른 브라질 도시들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문화 인프라 여 개의- 70市

도서관과 여 개의 극장 공연장 등 를 갖추고 넓은 녹지공간과 공원의 확충20 , - , ,
문화유산의 보존 재활용 프로그램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계획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도시들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도로확장에 쏟아 부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도시를 시민,
의 것으로 만드는 데 쓴 결과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든 것17)이라는 점이다 이 예에서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국가나 지방운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방안

들의 차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정 올바른

방향의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예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년 대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한 것 중에서 교육부1998 10
의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억 원을 사용한 것을 꼽았는데 이 규모의 돈은677 1997
년 말 기준 지방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의 총예산 천억 원의 거의221 1,045

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예산 사용에 있어 합리성과 지역67% .

16) 년 개정된 선언을 현규섭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이 번역한 것으로 한국도서1995 ( )
관협회 도서관문화 년 월호 쪽에 수록되어 있다, , 1996 3 4 4-6 .․

17) 임삼진 자동차에 관한 미신들 녹색평론 제 권 월 쪽, , 36 (1997.9·10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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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성에 맞추어 집행한다면 보다 많은 재정이 공

공도서관 등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4.3.1.

년 말 현재 전국 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예산은 년말보다도 적1998 366 1997
은 천 억 만 천 원으로 개 도서관당 약 억 천 백만원 정도이다 국민1 592 785 1 , 1 4 3 5 . 1
인당으로 보면 겨우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정보3,412
와 지식의 보고이자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

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열악한 공공도서관 재정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그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다양, .
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문화향수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에 보다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이므로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의 요소인 자료의 확충을 위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겨, 3 .
우 운영예산의 를 조금 넘고 있는 자료구입비를 더욱 확충하여 다양하고 풍10%
부한 자료를 도서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도서관은.
결국 공부방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원칙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 경우는 행정의 이원화 법적 제도의 미, ,
비 등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원칙적으로 어

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부.
서도 없고 공공도서관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 재정문제

가 개선되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넷째 정부는 매년 공공도서관 건립비와 이동도서관과 문고지원비 등을 지원,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매우 적어 실효성이 적다 무엇보다도 현 단계에서 중앙정.
부가 부족한 공공도서관 예산 가운데서도 자료구입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시

급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배.
려와 단위 도서관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 차등적인 지원을 통한 도서관의 내적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재정지원이 실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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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재원확보 방안4.3.2.
도서관 정책부서인 문화관광부는 년까지 문화부문 예산을 정부예산 대비2001
에 이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을 년까지 억1% 2003 500

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민간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18) 이러한 정부 차

원의 재원확보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자

의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인 제도화 집행과정에서의 열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이 밖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

영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충당되도록 일원화하고 이를 위,
한 법적행정적 보장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
교부세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도서관비용을 별도항목

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세출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도서관에 지출.
하도록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배정비율을

명문화시키는 등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한다.19)
또한 민간기부금의 유인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조세감면과 함께 각 도서관.
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도서관 후원활동을 하는 노력도 병행

해야 한다 외국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의 친구들. ' (Friends of
과 같은 도서관 후원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Library)' .

리고 도서관 관련 기념품 등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

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 이러한 방안은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애

정을 가지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에 대하여4.3.2.1.

최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도서관 운영의 경제성 확보라는

논리에 따라 그 동안의 도서관 운영이 비생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재원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18) 박광무 국가의 도서관 발전정책 방향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추최 서울의, " ". "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공공도서관 위기 상황 어떻게 풀 것인가' ,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토론자료집 쪽(1998.12.10. ) , 12 .
19) 서혜란 도서관 재정체계문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 ", , v.33 no.6 (1992. 11·12),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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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논리는 일차적으로 비경제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도서관 운영을 단.
순히 경제논리로만 바라본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만

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거센 구조조정과 이에 의한 운영의 민간위탁 시도를 잠

재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직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율적이.
고 개방적인 민간의 활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민간위탁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도 보이나 보다 실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에 따라,
문화와 복지 등의 비경제적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를 축소하려는 시도의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최근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과 정보획득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어 도서관 운영 경비의 일부분을 이,
용자들에게 부담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도서관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운영을 위

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의 영리적 참.
여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미국도서관협회 아웃소싱프로젝트팀은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아웃소싱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되었

으며 협회 간부위원회는 영리단체에 도서관의 주요서비스업무를 민영화하는 것,
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도서관의 특정업무나 서비스를 아웃소.
싱하는 것은 서비스의 결과를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때와 도서관의 기본적인

가치를 퇴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20)
이렇듯 지식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이

러한 접근성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영리적 내용과의 갈등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합리적 재정문제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민간위탁은 우리 나라 전반적인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성숙도 도서관 현장,
의 수용능력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나 접근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 운영,
의 민간위탁은 그 목적하는 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외국에서도 공공도서관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공공분야에서의 예산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도서관이 서비스 지향적이,
어야 하며 최신 표준모델과 방법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사회환경과 문화,
환경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립된 목표는 현 단계에,
서의 대비수준을 넘어설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범주는 철저한 현장분석에 도출

되는 좀더 나은 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한 정부의 더 많은 책임과 개별적 공공서

비스 또는 서비스상품의 판로에 대한 계획 자율성의 상당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표 와 같은 연구결과는 도서. < >

20) 이 내용은 국회도서관소식 년 월호 통권 호 쪽 해외도서관계동정에1999 3 ( 36 /1999.3.15.) 17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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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경영에 있어서의 여러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낙심해 있던 도서관 사서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이들 모델의 상당부분에서 일부 가치있는 요소들.
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실 세계각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채택된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21)

표 문화단체 활동의 재정구조 및 행동범위< > /

도서관 분야의 예를 사용한 일반적인 예 ( )
재원구조

행동범위

직접적인 공공기금1.
주당국과 지방당국( )

간접적인 공공기금과2.
혼합 경제 시스템

사적 기금3.
자선기금 포함( )

주당국이나A.
지방당국으로

부터의

공공지침

전문적인(
세부사항)

주정부나 지방단체들

국립도서관-
주립 공문서보관소-
다수의 지방공공도서관-
독자적인 예산이 없는 ( )
주립도서관위원회 등-

주정부의 경제적( )
활동이나 공공규칙에 준한

활동

공공도서관을 위한-
구매기관 내지  
판매기관  
개인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내의 공공도서관  
분과 문화센터 병원   ( ,
등   )

공적으로 조절된

사업 이익 분야에서( )
사적으로 운영되는 활동

공식적인 도서관법을-
지닌 국가들에서의  
사설도서관 등  
덴마아크( )

자치운영단체B.

공공후원을 받는

준 다원단체들( )
다수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대학-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일부연구소등 영국문화(
원 괴테연구소 등, )

배당보조금을 가지고

계획이나 합동사업을 하는

자치단체

일부 공공도서관 교회나- (
사업체 등과 관련된   )
합동 사업도서관 예- ( :

  City of Gütersloh /
재단 등  Bertelsmann )

도서관협회 등-

비영리 재단과 협회

사서조합과 협회-
교회 도서관-
일반 자료도서관과- ,
특수도서관  
유사한 도서관협회 등-

사적지침C.
사업적(
경영을 포함)

사적 목적내지 활동을

위한 공공적 자금조달

공공대여 권리-
사적단체가 실시하는-
도서관의 연구개발

도서관을 위한-
서적의 보증구입 등  
노르웨이  (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적 활동

전문업 협회 등-
문맹자를 위한 서적 등( )

사적으로 운영되는 활동

직장도서관-
많은 전문도서관-
사적 사설 대여 도서관- ( )
등 일본에서처럼   (
비디오나 레코드를   
포함    )

2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재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 쪽 표 는 쪽, . : , 1989. 36 . < > 38「 」

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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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 유료화 문제4.3.2.2.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 유료화 문제이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
의 도서관계에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

로 이용자들에게 도서관봉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2)
도서관은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기술과는 달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가공 축적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래에는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되던 정보, ,
가 상품화 사유화되고 있다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 정보를 생산 보존 배포해, . , ,
오던 공공부문의 하나인 도서관도 점점 사영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공공도서관 부문에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분야에서의 이용요금 부과 문제는 공공도서관이 고수해 온

오래된 원칙 즉 무료이용원칙에 근본적인 도전을 해 왔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
부과하자는 주장에 찬동하는 측은 도서관재정의 개선 뿐 아니라 도서관봉사 영

역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수요에 근거하여, ,
봉사를 제공하게 되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측면,
에서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
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도서관 재정부족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공공재의 속성을 지닌 도서관봉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불능력에 따라 평

등하고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 나라 현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이 자

유롭지 못한 이는 심리적 물리적 측면 모두에 해당된다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 )
제공하는 일련의 봉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서관을 통한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정보의 불평등한 배분을 조장함으,
로써 지식과 정보가 자원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중에서도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의 적용은 시기상조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네스코공공도서관선언.
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무료봉사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요.
금이 부과되고 있는 복사서비스 등의 요금부과는 지속할 수 있으나 최근의 일부

공공도서관의 식당운영에 따른 문제보도23)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더 정교

22) 홍현진 세기의 도서관과 문화정보망의 발전방향 문화관광부 제 회 전국문화기반시, "21 ", , 1
설관리책임자대회자료집 쪽, 1998. 31-32

23) 년 월 일 시뉴스테스크에서 일부 도서관의 상조회 활동을 문제삼아 보도1999 4 7 MBC 9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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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방적인 요금부과와 징수 사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4.3.2.3.

현재 우리 법 제 조 에서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 사( 9 ) , ,
서직원의 자질향상 및 연구 기타 도서관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의 설치의 필요성과 그 입법취지는 우선 세기 지식과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21
한 국가자원은 지식과 정보자원이며 이러한 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의 실체인 도,
서관 체제의 확고한 구축과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우리 나라 도서관은,
상대적 낙후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 그 주된 원인이 재정투자의 영,
세성에 있다는 판단 아래 도서관진흥을 위한 범 국민적 성원을 결집하는 방안으

로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입법화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도서관 상황이 기금의 입법 당시 상황에서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으며 세계 각,
국 도서관의 급속한 발전 추세와 비교하여 오히려 낙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도서관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그 재정투자 규모 확대가 최대의 과제로

등장했다 도서관 재정은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금제도

는 범 국민적 성원과 협력으로 도서관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인식을 가지고 이의 조성과 운영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1999 6 30
로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시기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문화관광부도 새 문화정책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획기적 발전을 천명한 시점에 도서관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기대되고 있던 기금 조성을 포기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도

서관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법령이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해 온 데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오히려 스스로 기금의 폐지를 거

론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마땅히 지금부터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실천의지를 가,
지고 적극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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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5.

최근의 공공도서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땅,
에서 도서관을 생각하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와 공간에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 결과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행정관계자는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도서관이란 존재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오랜 역사.
를 통하여 인류의 삶의 보듬어 왔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과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도서관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창

조적 기반을 스스로 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다.
도서관은 이제 책을 소장하고 이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안정

적이고 고정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의 현장에 역동적으로 개

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찾아다니는 움직이는 도서관 열린 문화 공간으로 모습,
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전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서는 우.
리 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유효한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가거나 그저 기다리고 있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는 도서관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 ,
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서직

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야한다 그 동안 도서관이.
나 사서직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것을 이유

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변화의 시작과 마무리는 모두.
도서관 사서직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앞에서 검토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 ,
현실적 문제와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여 도서관이 비로소 역동적,
문화기반시설로 분위기와 봉사의 내용을 바꾸어가야 한다 세기 끄트머리에서. 20
우리 도서관과 사서직들이 사회적 격변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큰 위기의 국면

에 처했었다면 이제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자각과 자발적 참여로 위기, 21
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도서관과 사서직의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고한 도서관 봉사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 시대의 중심

기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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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ising again of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1990s. The writer
emphasizes to clear up the identity of school library movement.

들어가며1.

년대 이후 억압적인 시대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 교육 왜곡의 과정에서 침1970
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도서관 운동은 년대 들어 조금씩 새로운1990
바람의 영향 속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 ․ ․
를 발원지로 하는 이 바람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은 정치적 갈등과 압축된 경제 성장의 부산물들은 이런 변

화의 동력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오랫동안 왜곡된 구조로 유지.
되어온 교육의 저변을 파고드는 변화의 물결은 죽은 듯 잠자던 학교도서관 운동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담론들이 하나둘씩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 현.
장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던 사서교사들의 목소리가 반향을 얻으며 변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의 침체된 구조가 워낙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큰 진전은 없었지만 여기 저기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에너지가 태동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학교도서관 운동이.
깨어나고 있다는 희망찬 전조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도서관 운동.
이 회복의 몸부림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와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 맞이하.
는 이러한 회복의 기운은 지난 시대의 실패와 좌절을 정리하여 새 시대의 희망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기는 미래의 학교도서관을 더욱 더 튼튼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1990
전개 양상과 그 의의를 탐색하여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이 튼튼하게 정립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문헌을 중심으로. 1990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이 지향하는 이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논증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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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2. 1990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2.1. 1990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2.1.1.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는 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결성된 운동1990 1990
단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학교도서관 운동 단체의 결성과 활동은 학교.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견인된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이 단체들을 통해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이 주도되고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교도서관1990
운동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학교도서관 운동의 조직적.
근거가 되는 단체는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와 한국학교도서관협「 」 「

의회 를 꼽을 수 있다.」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2.1.1.1.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는 년 월 일 이화여고 도서관에1996 12 14「 」

서 창립총회를 열고 박희 사서교사를 회장으로 하여 창립된 학교도서관 연구 모

임이다.1) 애초에 이 연구회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 단체였던 서울시 사서교「

사 연구회 를 계승하려는 취지로 결성된 서울시 사서교사 협의회 의 산하 연」 「 」

구회로 조직된 모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 사서교사 협의회 보다 주. 「 」

로 이 연구회의 명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회가 조직의 전부이며 실체라

고 할 수 있다.
이 연구회는 년 월 일 서울시 교육연구원 산하 중등 교과교육 연구회1997 3 15
에 가입하여 공식적인 교과교육 연구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 지역의 사서교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연구회는 지역적 한계. 67
와 조직 규모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가령 사서교.
사를 위한 자체적인 직무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교육행정 당국을 상

대로 한 제도개선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회의 활동은.
회원 사서교사들의 도서관 운영을 도울 수 있는 기술적이며 방법적인 사업과 학

교도서관 정보 교류 활동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년의 활동 계획에서. 1997

1)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의 초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박 희 숙명여고 부회장 이경희 서초고 류재선 동대문상고 감사 이정은 진명여: ( ), : ( ), ( ), : (
고 설정엽 서울고 총무 이덕주 송곡여고 송기호 개포고 연구부장 박양준 대진여), ( ), : ( ), ( ), : (
고 홍보부장 김경애 석관고 서울특별시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소식지), : ( ). 97-1≪ ≫

호 면(1997. 4. 2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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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2)
이전에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회의 활동은 학교도

서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여기에 이 연구회 결.
성과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을.
정리하고 살아 있는 조직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고립된 채 현장에 묻혀 있.
던 사서교사들을 끌어내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 연대를 형성하게

했다 공식적인 교과교육 연구단체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서교사.
만을 회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긴 했지만 학교도서관 운동을 회복하

는 새로운 전기를 만든 의미있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2.1.1.2.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가 지역과 가입 자격의 제한이 있는 단「 」

체로서 한계가 있었다면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는 이런 한계를 제거한 명실「 」

상부한 학교도서관 운동 단체의 성격을 표방하는 조직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사.
실은 학교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국내외 관' ,
련단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고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학교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협의회의'
취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도서관계의 움직임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이 협의회의 결성은 자연 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 ' .4) 이경희 사서교

사를 회장으로 하여 년 월 일 창립한 이 협의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1998 7 30
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5)

2) 년 서울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활동 계획1997 「 」

학교도서관 정보활용을 위한 연구 및 연수활동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 멀1. / ① ②

티미디어 도서관 운영 정보와 매체 교수법 연구 교수 학습 협력 및 다양한 도-③『 』 ④

서관 운영기술 개발 수서 분류 목록 등 도서관 기초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교도서, , // 2.⑤

관 상호간의 정보 교류 소식지 회보 발간 학교도서관 관계 정보 축적 교류 학교/ ( ) ,① ② ③

도서관 담당교사 및 사서교사 연락망 구축 공동 사업 추진 추천도서목록 작성// 3. / ① ②

학교도서관 업무지침서 발간 학교도서관용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앞의 자료 면. , 3 .③

3)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창립 도서관계 쪽, 1998. 9, 12-13 .「 」 ≪ ≫

4) 이경희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를 창립하고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소식 창간,「 」 ≪ ≫

호 면(1998. 9), 1 .
5) 이 협의회의 초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경희 서울 북공고 부회장 박희 숙명여고 김영기 광주고 김영애 부산 온천초: ( ), : ( ), ( ), (
등 감사 마일섭 경기고 박종권 조선대 부속초등 사무국장 박금희 한국 학교도서관), : ( ), ( ), : .「
협의회 창립 도서관계 쪽, 1998. 9,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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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회원 자격에서 일체의 배타성을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의 대표성을 갖춘 것이다 이 협의회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거나 학교도서.
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 사서교사나 학교

도서관 현장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도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
시 학교도서관 운동이 처한 취약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

다.
둘째는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서울. 「
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가 서울 지역에 있는 사서교사들만을 회원으로 했」

다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역에 토대를 두고 활동.
해 오던 다양한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를 통합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출범하

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조직을 서부지역 전라남북도 광주시 제주도 중부. ( , , ),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동부지역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대전시( , , , ), ( , , ,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등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활동을 꾀한다, , ) .
셋째는 한국도서관협회 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

한국도서관협회 는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의 사무국장을 주 일간 협회2「 」 「 」

사무실에 상근하도록 배려하여 제반 활동과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후원

하게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의 행정력과 자원을 지원받. 「 」

아 활동의 수월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도서관계의 관심과 지원

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더 이상 도서.
관계의 관심 밖에 방치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출범한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는 짧은 기간 동「 」

안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행정 당국과 언론을 상대로 하여 학교도서관 만.
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고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을 통한 학교도서관 캠페인2.1.2.

한겨레 신문사는 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세기 학교에서 준비합1998 '21
시다라는 교육캠페인을 매주 한겨레 지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 .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사회의 책을 학교로1998 10 1999 4 ' '
라는 슬로건으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위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기로

한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기간 중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매주 학교. 10 8 12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와 기술을 회에 걸쳐 보도하여 학교도서관10
설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획기사의 내용은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세기 책으로 합시다 라는 제목의 학교도서관 매뉴얼로 제작되어 전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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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초중고등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 ․
를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의 영향력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지평의 확대를 반

영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겨레 의 독서캠페인은 정치인 문인 등 사회 저명인사와 시<< >> ,
도교육감 등 교육행정의 최고결정권자들이 참여하고 지원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

어내기도 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실험적으로 전개하는, ,
학교도서관 운동과 독서운동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중앙일간지의 영향력을 통하여 학교도서관과 독서라는 소외되어 있는 이슈가 크

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긴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체념하고 고민하던 교사 학부모 시민운동단체 도서, , ,
관계 인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캠페인의 성과와.
소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년대 한국의 학교도서관 운동 전개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1990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언론을 통해 학교도서관.
이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부각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담론 안에 참여하기도 한 역사적인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2.1.3.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의 결성과 언론을 통한 학교도서관 캠페인의 직간접적

영향관계 속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활동으

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전개된다 주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
개된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운동단체나 교육운동단체 그리고 문헌정보학계 등에,
서 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만들기 작업을

지원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도서관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많은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꾸미고 장서를 정비하여 교육 과정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심화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IMF
활동에 의존하는 면이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

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공교육 정상화의 노력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전개된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살펴.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있어 가장 본격적인 면모를 보인 지역은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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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울에서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가 계획하고 주도하여 초중고등. 「 」 ․ ․
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이라는 사업을 전개한다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 '
일환으로 전개된 이 사업은 억 천 백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개월간4 7 10
여명의 사서를 여개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학교도서관 만드는 일100 100 ․ ․

을 수행하게 한다.6) 국민운동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속에서 전개된 이․
사업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속에서 실행되어 많은 난「 」

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서울 지역의 활동에 자극 받고 고무되어 경기도의 수원 안산 군포 등에서도, ,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수원에서는 수원여성회 가 주도하여 개. 19「 」

학교에 안산에서는 사단법인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 가 주도하여 개 학교에, 10 ,「 」

군포에서는 군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주도하여 개 학교에 인력을 파견20「 」

하여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수행했다.7) 또한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 여성노「

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가 주도하여 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학교도서30」

관 전산화 작업 등을 도왔으며 부산 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부산학부모위「

원 협의회 에서 차에 걸쳐 여 학교에 사서요원을 파견하여 도서관 정비 작2 20」

업을 하였다.8)
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는 전국의 많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특정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내용을 충실

하게 해 주었다 부산울산 지역에서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광. ,․
주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포항 지역에서는 대구효성카,
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 전문적인 기

술과 지식을 토대로 사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의의2.2. 1990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은 사실 말기 몇 년 동안에 집중된 것이어서 크게1990
의미 부여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것을 추.
동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년대의 운동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1990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이 오랜기간의 침체기를 뒤로 하고 새롭게 일어.
난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 부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면이

있다.
6) 박금희 외 학교도서관 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 , 37「 」 『

집 한국도서관협회 쪽( , 1999), 255-263 .』

7) 위의 글 쪽, 263 .
8) 학교도서관 활성화 위해 공공근로 사서교사 활용을 부산일보, 1999. 9.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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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 이념의 반영2.2.1.

우선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쉽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현1990
장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
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쇄도하는 지원 요구

를 통해서 쉽게 확인된다 그럼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되.
살리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움직?
임의 기저에는 어떤 조건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수능 시험과 논.
술 시험으로 대표되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
향하는 열린교육과 거기에 따른 수행평가제도의 도입 맹목적이고 왜곡된 경향,
을 노정하고 있어 일면 많은 우려의 여지가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 대학입시제,
도 변화와 열린교육에 맥을 같이 하는 독서교육의 강조 분위기 등 일련의 개혁

적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학교도서관과 같은 학습자원센터의 지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적인 공통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
교수 학습 방법과 암기위주 평가 방법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한다는 교육의 원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개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학교도서관이라는 방법적 요소를 제시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개혁 정책들이 표방하는 원.
리에 따라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돌

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개혁 정책들은 본질적으.
로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기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완곡

하게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로 표출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부각2.2.2.

우리 교육의 왜곡 현상은 정확하게 말해 공교육 왜곡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의 성격이 훼손되고 변질되었으며 그에 따른 반영' ' ' '
적 현상으로 사교육의 기형적 비대화와 보편화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도된 교육개혁 활동들은 모두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운동의 성

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다양한 교사 운동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운동사에서1960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한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은 바로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었

던 것이다 그리고 년 폭발한 참교육 운동을 시발로 하여 본격화된 정부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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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교육개혁 움직임들은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라는 지향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년대에 전개된 교육개혁 운동의 기류를 타고 학교도서관이1990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주요한 교육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교.
육 정상화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뿌리내려야 하는 교육 현장에 운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존립 근거를 적절하게 확립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개혁의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교

도서관이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전도 교육행정 당국.
과 학교 경영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과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다양화된 교육 주체들과의 연대 가능성 확인2.2.3.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의의는 다양한 교1990
육 주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이 운동 세.
력들만의 고독한 싸움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러한 여건 변화는 운동의 효

과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는 주로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행정 당국과 도서관계의 지원

을 기대하던 구도였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입.
장과 인식이 다소 개선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운동의 전망을 밝게 한다.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 변화는 더디게 진전되는 특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

들은 아주 실제적이며 획기적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가령 년에. 1997
공표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서교사를 일반교사 정원 외로 둘 수 있도록

한 조치9)나 년에 임용고시를 통해 사서교사를 선발 배치한 것 등을 들19989․
수 있다.10) 이런 조치들은 현재의 성과는 미미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지

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일들이다.
9) 대통령령 제 호 을 통해 교육법시행령에 사서교사를 일반교사 정원 외에15299 (1977. 2. 28)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일선 학교에서 타 과목 교사 정원에 대한 부담.
을 피해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덕주 사서교사 배. ,「
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해설 도서관계 년 월 쪽, 1997 3 , 28-30 .」 ≪ ≫

10)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센터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

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년도에 전국적으로 명의 사서교사를 선발하여 임용1998 19
했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년에도 명의 사서교사를 선발하여 신규 임용했다. 199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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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년대 교육 환경에 있어 무엇보다도 크게 변화된 여건의 하나는 이1990
전에는 소외되어 있던 교육 주체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한

다는 사실이다 그 주체는 바로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운동 단체.
들이다 과거에는 교육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공교육 비용의 대부분을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우.
리 교육 구조에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개입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 당국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감.
시자로서 또는 협력의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에 대한 민간.
주체들의 의견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민운동 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1)
이런 마당에 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과 자연스1990
럽게 연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전개되었다는 것은 향후 운동에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지역. , ,
사회 교육협의회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등 교육 운동 단체는 물론이고 교육 활,
동이 주목적이 아닌 운동 단체들까지도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

실에서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은 정부 당국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현장 운동 세력들

이 왜소화되면서 크게 침체하고 급기야 쇠퇴하기에 이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과 효과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운동의 효과를 높

이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며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한 토대를 확립한다는 부

차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도서관계의 관심과 지원 요소가 많1990
은 기여를 하고 있다든지 각 지역별로 자발적이며 독립적인 활동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 운동과 공통점이 있는 특성으로서 운동의 성과를

확대하고 보편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짧은 기간에 집중된 활동이지만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년대 학교1990
도서관 운동은 또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 요소는 향.
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11) 최근 들어 정부는 교육개혁의 한 주체로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후원하고 행재정

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 전교조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우. , , ,
리 나라의 사회 운동을 대표하는 개 교육시민 운동 단체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12 ' '․
라는 통합 운동 조직을 발족시켜 민간 주도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적극 전개하려는,
취지도 이런 맥락에서 멀리 있지 않은 일이다 교육개혁 시민운동의 연대 개 사회. 12「

단체 참여 발족 한겨레 김종성 현단계 학교도서관의 발전 전략, 1998. 5. 22; , ,」 ≪ ≫ 「 」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쪽36 ( , 1998), 253-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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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한계2.3. 1990

운동의 리더십 문제2.3.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는 서울 중등 학1990 「

교도서관 교육연구회 와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등의 운동 조직이 결성되어」 「 」

활동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운동 조직이 결성된 것은 운동 전개의 토대.
가 되기도 했으며 그 자체가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이 결성된 것만 가지고 운동의 성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조직의 결성과 운동에 필요한 리더십의 확보는 별.
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년대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은 리더. 1990
십 부재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그것이 주요한 운동의 한계로 작용했다

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의 경우 분명히 전국을 대상으로.「 」

하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정점으로서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활동

은 많은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아직 출범한지 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 2
급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전국 조직으로 기능하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

고 있으며 각 지역의 운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면에서도 이렇다할 리더십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한다든지

운동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교육하고 지원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결국은 각 지역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
체적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활동들이 모여 전

체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이 전국적인 판도에서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역

간 사서교사 배치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이며 그 참여도에 있어서도 편차를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조직의 역량 부족 문제라고 해야할 것이다.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가 결성된 이후로 조직적 차원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

부각되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단지 사무국장을 위시한 소수 주변 인사들.
의 희생적인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양상이 지배적인 현상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기제를 학교 현장에서의 보편적 현

상으로 자리잡을 때가지 장기적인 지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인사 중심의 리더십보다는 튼튼한 조직 구조에 근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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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리더 그룹의 개인적 소진.
문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요컨대 운동의 지속성과 효과면에서 핵심 리더 그룹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조직의 하부 구조를 튼튼히 하는 조직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 환.
경의 우호적인 변화를 유리하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도 분명히 한계를 보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목격할 수. 1990
있는 중요한 한계임에 틀림없다.

운동의 이념적 지향성 문제2.3.2.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이념적인 원리가 있으며 그에 토

대한 운동의 성격과 지향이 명백하게 제시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운동이 위치한 지점과 운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의 기초 원리를 견고하게 제공하게 된다 말하자면 운동이 출발하는 이념적.
원리와 성격적 지향을 명확하게 천명함으로써 그 운동이 성취해야할 과제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은 운동의 이념적 원리와 운동의 성1990
격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명확하게 천명하여 부각시키지 못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지.
향하는 방법적이며 현상적인 원리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반영된다 말하자.
면 학교도서관을 교육 영역 더 깊이는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복합적이며,
긴요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그 자체의 운영 원리와 기능에 입각하여 강조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원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 독립된 채로 존립할 수 없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역학

관계와 국가의 교육정책 나아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부터, , , ,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과 성격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
관의 기능과 원리만을 앞세워서는 이런 복합적이며 구조적인 환경 조건 속에 있

는 학교도서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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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원리이다 우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도서관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은 왜곡된 교육이념과 교수 학습 구조이며 사회 전체의.
비틀어진 가치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적 원리와.
성격적 지향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념의 왜곡 현상 교수 학습 구조의 왜곡 현상, ,
사회의 잘못된 교육관 등을 개혁하는 차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을 싸움으로 규정한다면 싸움의 대상과 성격은 학교도서관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최근 여러.
교육 운동 단체에서 표방하는 이념적 지향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운동.
단체들의 외양적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근본적인 이념에서는 일치하는 지점이 있

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도 이런 교육 운동과 같은 지향을 가지는 것이며 그.
런 지향이 강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이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
되기 위해서는 운동의 이념과 성격에서 깊이와 포괄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을

분명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운동의 성격 문제2.3.3.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특성상 다양한 성격적 지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학교.
도서관이 운영되는 원리와 교육 영역에서의 위치 그리고 그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운동의 성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년대에 전개된. 1990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성격에 있어 다소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이 캠페인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언

론의 보도에 크게 힘입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서운동의 맥락에서 강조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그 자체로서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위치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캠페인식 운동이.
갖는 한계를 생각하면 이러한 운동의 성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에 틀

림없다.
캠페인식 운동은 짧은 시간에 쉽게 사회적인 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외형적 성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의 대.
상과 방법이 대중적이며 때로는 선정적인 면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과 원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캠페.
인식 운동의 문제는 그 성과가 쉽게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성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진보를 동반하지 않는 캠페인식 운동은 바람이 빠지면 쉽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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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드는 거품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캠페인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다 보면 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이

운동의 성과를 과신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결국 운동의 지속적 전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캠페인식 운동은 운동의 붐을 형성.
해야 하는 전략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실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운동의 단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년대의 학교도서관. 1990
운동이 캠페인식 운동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교도서관

운동이 독서운동과 같은 하나의 교양 운동으로 파묻혀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

이다 캠페인식 운동은 단발적이며 지엽적인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흥하는 운동.
으로 그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 운동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 운동이 책읽기 캠페인에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동 이념의 방향 정립3.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의 이념적 토대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운동의 당위성과 성격 그리고 전략 전술이 모두 그 운동의 이념에서 출. ,
발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운동의 이념이 부적절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은 운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운동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도 운동의 뿌리가 되고 존립 근거가 되는 이념

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사에서는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적 내용이 크게

강조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하나의 지엽적인 부문.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 영역의 주변부에서 부침을 겪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한 공교육 정상

화의 원리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이념을 본질적이며 통합적인 내용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운동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독립적인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도 필수불가

결한 요소이지만 다른 교육운동과의 연대와 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을 명확히 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이란.
바로 학교도서관의 이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
념은 주요한 교육 정상화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의 모든 원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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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철학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이념적 원리는 어떤 것들인가?

의식 해방의 교육 이념3.1.

학교도서관 운동은 인간의 의식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교육 왜곡 현상

을 타개하고 척결하는 이념의 교육 운동이다 사회적으로 조장된 전통적이며 구.
조적인 관습과 통념의 억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이념과 정책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적인 인간형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

의 정신이다 가령 가부장제 전통 계급적 편견 왜곡된 사회적 가치관에서부터. , ,
국가 권력의 정치적 이념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억압,
기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인간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교육이념인 것이다.
우리 교육이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도구로 전락하여 획일적이며 통제

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검열되고 통제된 가치관과 사고방식만을 주입하여 의식과 일상생활에

서 외부 권위에 대한 종속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이며.

그림 교육의 억압 구조와 학교도서관의 대항 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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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억압과 통제에 의해 결국은 미래의 성인들이 의식적으로 감금당해온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식민적 구조를 부정하고 그 구조.
를 유지하는 억압적인 힘에 대항하는 교육적 지향을 가진다 학교도서관의 자료.
와 운영 원리는 인간의 의식이 어떤 외적 기제로부터도 감금되거나 억압되지 않

아야 한다는 이념에 근거한다 인간 스스로 다양한 인류의 사상과 이념을 접하.
고 자율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해방적 사유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
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의식을 해방하여 교육과 사회 전체의1>
식민적 상황을 저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교육기제의 원리를 가지는 것이다.

주체적 삶을 일깨우는 교육 이념3.2.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일정한 삶의 방식과 길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나아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독립.
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삶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 운.
동은 이러한 교육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이념을 지향한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도.
서관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갖

추어 갈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깊

이 있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가 강요하는 길이 아.
닌 자신의 길로서 들러리나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 입장으로서 개척해 가는 삶,
을 발견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받는 교육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은 존재하

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기저에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일깨.
우도록 하는 교육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교육 이념3.3.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무한 경쟁 교육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일등만 살아 남는 교육 일류만 살아 남는 교육에서 친구. ,
는 모두 경쟁자이며 물리쳐야 하는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
간은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속성이 강화되고 결국 사회는 깊은 단절과 고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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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갈등과 혼돈의 상태가 된다.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형을 양산

하는 교육 구조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대안적인 교육기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한 경쟁 교육의 파괴성과 공격성을 차단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
는 이타적인 인간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간 본성을 개발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을

깨닫게 하여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성을 극복하게 한다 무한 경쟁의 삶 속.
에서 파괴되는 인간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기제를 통해 효과적이며 영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은 원천적으로 더불어 사.
는 삶을 지향하는 교육 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
이 보편화되는 단계에서 무한 경쟁 교육의 구조는 약화되고 소멸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만남과 대화의 교육 이념3.4.

무한 경쟁 교육의 구조 속에서 학교 현장은 단절과 고립이 지배하는 파괴적인

공간이 된다 학생과 교사의 단절 학생들간의 고립감은 궁극적으로 교육이 지향. ,
하는 전인적인 인간 형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단지 거대한.
교육 구조를 구성하는 파편화된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인간.
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와 만남의 환경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교실 속에서 모든 학생들은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끊임없이 받아 적고 암기한

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육 현장인 학교는 정상적인 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살벌.
한 전쟁터이며 폐쇄된 감옥 같은 곳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와 단절적 분위기는 교사 중심 교실 중심 교과서 중심의, ,
교육 패턴이 고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왜곡 구조를 극복하고 인.
간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 같은 개방적이

며 유연한 교육기제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은 제한된 참조와 폐쇄된 자기 의식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고와 삶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류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다 자기 머리 속에만 맴돌던 의식의 수로가 자기 밖을 돌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대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서.
로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대화와 만남의 수단이 되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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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리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운동은 만남과 대화를 고무하고 지향하

는 이념을 가지게 된다 일방적인 명령과 침묵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에 쌍방향.
의 대화가 넘쳐나고 표피적인 만남이 아닌 진지하고 깊은 교감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인 것이다.

근대적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 이념3.5.

현대 도서관은 근대적 사유의 귀결이다 근대 정신의 핵심인 합리성 공공성. , ,
민주성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대표적인 근대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근대적 생활 원리를 교육하고 체질화하는 이상적인 기제로서 인식되고.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은 근대적 정신에 기반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운동 이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근대화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회를 지배하는 원.
리나 가치는 전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근대화된.
문명에 걸맞는 근대적 정신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근대적 정신의 이념들,
을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근대화된 사회에서 근대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전근대적 정신이 지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학교도서관은 근대적 삶의 원리와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스

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주요한 교육 기제가

될 수 있다.
도서관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통해 학생들은 근대 정신의 원리를 지각

하고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고 조직되어 이용되는 구조와 그 배경.
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성과 규범의 원리를 배우며 사회 성원들의 약속과 규범,
의 영역 안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를 통해 공공

성 공익성 민주성의 원리를 배운다 규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명쾌, , .
하며 효율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 정신의 원리가 가장 모.
범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동은 근

대적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은.
기술 근대화에 비해 크게 지체 현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정신 근대화 과정에

기여하여 심층 근대화 또는 성찰적 근대화를 실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의 이념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대로 한 싸

움이며 그 전선은 어디에서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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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운동은 단지 학교에서 도서관을 잘 만들어 운영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그것.
은 교육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근원적인 문제들을 끌어내고 해결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그리하여 비틀어진 교육이 조장하는 사회의 문제를.
차단하고 해소하여 개선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 이념은 이.
처럼 깊고 포괄적인 것이며 거기에서 운동의 모든 전략 전술이 나와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동 성격의 방향 정립4.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성격적 측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운동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운동의 성격.
은 현단계 운동의 현실적 전략과 전술을 수집하고 실행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며

동시에 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이 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은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이 처한 상황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도 운동의 성격적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운동의 성과를 확대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년대 운1990
동에서도 여전히 노출하고 있는 문제이다 가령 운동의 성격이 지나치게 캠페인.
식 경향에 치우쳐 운동의 실제적인 성과를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든지 학교도서관

의 제도적 정착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학교도서관 운동이 성격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구체

적인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교육기제로서 인식되고 활용되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운동의.
성격은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성격과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의 상황 또한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학 관계 등을 고려,
하여 다양하게 정립할 수 있다.

제도화 운동4.1.

학교도서관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

도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
고 인식이 확대되어도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은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
관련된 제도적 조건의 개선을 지향하는 제도화 운동의 성격을 표방한다.
학교도서관 설치 의무화 시설설비장서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기준 전문, ,․ ․ ․
사서교사 배치의 의무화 사서교사에 대한 처우나 승진 기준 학교도서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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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설치 등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도화 운동의 성격이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놓고 볼 때 운동의 제도화 측면이 얼마

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붐.
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쉽게 침체하고 쇠퇴한 것은 제도적으로 운동

의 성과를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사 배치의 법.
적 의무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의 설치 사서교사의, ,
처우와 승진 문제 등 년대 이후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끊임없이 제기하였지1960
만 결국은 성취하지 못한 채 운동은 사상누각 집처럼 쉽게 허물어져 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의 경험을 가진 운동가들은 하나 같이 제도화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운동 방식 즉 캠페인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좀 합리적, .

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

그 때는 월급 받고 내가 맡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신명을 바쳐서 일하는 분위기,

캠페인에 호응하는 기풍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풍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12)

또한 조재후 교장은 당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지만

뒤를 이을 사서교사들의 지위나 신분 보장 문제에 좀 더 신경쓰지 못한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회고하며 당시의 운동성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운동의 지속적 효

과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좀 더 힘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반성하기도 한다.13)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제도적 성과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고 교육 주도 세력들을 계몽하고.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발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은 입법부와 교육행정 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

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김두, : , -「 ①

홍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4 (1998. 7 8), 17-18 .」 ≪ ≫ ․
13)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조재, : , -「 ③

후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6 (1998. 11 12), 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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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개인을 상대로 학교도서관 관련 법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교육행정 당국을 상대로 설득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전

개해야 한다.14) 이를 위해서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에서는 전략 전술과 담당 인

력을 개발하여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
화 운동의 성과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어서 운동의 진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를 초래하여 운동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전문직 운동4.2.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요한 한 가지 성격은 전문직 운동이라는 것이다 운동의.
내용과 방법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며 운동의 주도 세력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전문직 운동이다.
이러한 성격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다른 성격과 다소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학교도서관이 교육이라는 상위 영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회 영역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시각과 전

략에 있어 도서관이라는 전문 영역을 넘어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동의 이.
와 같은 기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직 운동이라는 성격 규정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배타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문직 운동적 성격은 운동의 내용이며 대상인 학교도서관

의 운영 원리와 기술적 영역에 근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용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식견과.
입장이 배제되는 학교도서관 운동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원리이다 이런 성격적 원리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문 영역의 지도력과 지원력.
을 크게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전문 영역에서 운동의 내용

과 전략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 첫째 영역은 학교 현장의 전문가 그룹인 사서교사와 사서들이다 이 현장.
전문가 집단은 현장의 운영 원리와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그 적용력을 확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영역은 강단의 전문 연구자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 .
는 학교도서관의 철학적 기반과 다양한 운영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적 탐구와 모

14)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국민회의 소속 김영환 의원이 보여주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운동의 가능성을 고무하는 현상임에 분명하다 차제에 학교도서관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환 홀로 선 당신이 아. . 『
름답습니다 서울 중앙( : M&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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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조망하면서 다른 영역들과의 역학 관계 속.
에서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영역은 전문직 단체이다 학교. .
도서관 관련 단체나 전체 도서관 단체에서 조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운동의 성

과를 확대하고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의 취약성을 고려.
할 때 한국도서관협회 와 같은 전문직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는 전문직「 」

운동으로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용을 튼튼히 할 것이다.
결국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문직 운동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전문

영역의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문적인 깊이와 성격에서 이탈하여 성격 미상의 교양

캠페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도서.
관이 본래의 원리와 기능에 합당하게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직

운동의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된다.15)

의식 계몽 운동4.3.

학교도서관 운동은 기본적으로 의식 계몽 운동의 성격을 포함한다 그것은 학.
교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 현장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

식이 부재하거나 얕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에 학교도서관 운동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 경영자의 관심.
을 모으고 교육행정 당국의 지원 속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의식

계몽의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의 특성상 특히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의 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 운영의 큰 권한을 가진 교장의 관심과 지.
원이 있으면 학교도서관은 쉽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로 교육 받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필.
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도 할 기회가

없는 일반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상상외로 열악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의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학교도서관 발전의 주

요한 장애가 교사들의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것이다.
학교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교사를 학교도서관의 지지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처.
15) 언론을 통한 학교도서관 캠페인에서 전문적인 내용이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고 아이템화 하지 못할 때 두루뭉실하게 독서 운동으로 포함되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독서시설로만 한정될 수 있.
어 스스로 학교도서관 운동의 입지와 내용을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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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학교 경영자와 일반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자격연수와 일

반연수 과정에 학교도서관 관련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
정 당국을 상대로 한 설득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도서관계에서는 전문

적인 교육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도서관 관련 과목을 필수

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의식 계몽 활동과 함께 교육행정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운동 전

개에 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계에서는 교.
육행정 당국을 상대로 한 정책 건의 활동이나 정책 입안 자료의 지원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교육의 주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학부모 단체나 교육운동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 계몽 활동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들 그룹들의 교육적 영.
향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학교도서관 계몽 활동은 의외의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민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1990
주도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 협의회나 각종 시민운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홍보 자료나 설치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강습회나 심포지움의 형식으

로 교육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들 이외에도 언론이나 기업 일반 시,
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 계몽 활동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운동은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활동도 결국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운동의 한 과정인 것이다.

현장 실천 운동4.4.

학교도서관 운동의 또 다른 성격은 현장 실천 운동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운동의 요체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기제가 실제로 운영되고

이용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붐이나 인식 정도와 별도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이끌어 가는 운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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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운동의 성격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동은 미시적이며 기술적인 속성

을 가지기도 한다 거시적인 정책 전략과는 별도로 현장을 지도하고 현장의 문.
제를 해결하는 세밀한 시각과 전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

를 정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도의 원리와 내용

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적이며 다양한 여건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전문 인력이 부재한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는 기술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현장의 개선과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장에.
서 운동 이념과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과 기술을 수반하는 것이 바

로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 단위가 다양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개.
별 학교 차원의 실천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그 다음이 구군이나 시도․ ․
차원의 지역 단위이다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최고 단위가 전국 단위의 운동.
인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이 구체적인 현장 실천 운동이기 때문에 각 단위별.
운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근거해서 단위별 전략 전술

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개별 학교나 지역의 교육 정책이나.
가용 자원에 따라 적절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적용하여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학교의 여건이 다르고 교육자치제가 적용되는 우리 여건에서.
는 학교 현장의 구조와 여건에 밀착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운동의 처음과 끝은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

공교육 정상화 운동4.5.

학교도서관 운동은 교육의 부문 운동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교육 운동이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여 교사의 교육적 역

할을 지원하고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라 할 수 있

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공교육이 가지는 철학과 원칙을 잃어버리고 사교육에 그 역

할을 대폭 빼앗겨 버린 상황이다 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권위도 사교육과 경쟁.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의 왜곡이 사교육을 보편화 시켰으.
며 이제는 사교육 영역이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말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격이다 사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학부모들은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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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비용을 능가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사교육의 비대화와 보편화는 우리 교.
육의 총체적 난맥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

가야 하며 그것이 곧 사교육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

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
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교육에 비해 수준높은 교육 서비스를 공교육.
의 원리에 의해 제공하게 되면 자연히 공교육은 살아날 것이다.
가령 교수 학습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그 방법의 매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이다 교과서와 교사의 일방적 강의에 의존하는 수업을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유연하게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게 되

면 학교의 교수 학습은 훨씬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통.
해 교사들의 교재 준비와 수업 자료를 지원하고 교사의 연구 여건을 조성하게

되면 수업의 질이 한층 개선되고 결국 교사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
한 원리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핵심적

인 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운동은 본질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최근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개혁 방향이 다양.
한 자료를 읽고 활용하는 학습을 지향하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 기제로서 학교도

서관의 가능성과 중요성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도권의 대안교육 운동4.6.

우리 제도 교육의 심각한 왜곡 현상과 함께 년대 들어 여러 가지 대안교1990
육이 부각되고 확대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대안교육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교육이 가지는 비교육적인 경향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입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실험되는.
대안 학교는 제도권 학교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의 존재론적 지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 학교들은 제도권 학

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기 보다는 제도권 학교를 부정하는 대안으

로서 존재하는 한계를 가진다 말하자면 대안 학교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나 학교 운영 원리는 현재의 제도권 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

들이 대부분이다 제도권 학교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학교 시스템이 현재.
의 대안 학교인 것이다 대안교육 운동이 제도 교육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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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대안교육 운동은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16)
따라서 교육운동 차원에서 대안교육 운동의 철학과 방법을 제도권 학교에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
락에서 학교도서관은 바로 대안교육 운동이 지향하는 철학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 교육 현장의 기제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동은 대안교육 운

동을 제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직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통해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하고 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인간 본성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대안교육 운동이라 할 때 학교도서관의 지향과 일치되는 점이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안 교육의.
원리를 제도 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학교도서관 운동은 제도권 교.
육에서 전개되는 대안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 주체의 확립5.

아무리 타당하고 유용한 이념을 표방하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 세력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운동의 성패는 불보듯 뻔한 것

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운동 주체 세력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운동 주체 세력의 확립은 운동의 성공적인 진행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 세력의 확립 문제와 운동의 성공 문제는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운동 주체의 확립 문제는 운동의 역량.
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 주체 세력의 문제는 이미 많은 시사를 제공한

바 있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고 전개되던 시기 운동 세력의 연대와.
통합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운동이 크게 부흥하다가 운동 주도세력이 하나 둘

씩 이탈하면서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회복.
을 전망하게 하는 년대 운동 양상에서도 운동 주체의 연대와 리더십 문제는1990
하나의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운동.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주체 확립의 문제는

운동 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16) 고병헌 교육개혁 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 운동 처음처럼 호, , 4 (1997. 11 12), 11「 」 ≪ ≫ ․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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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동 세력의 연대와 통합 원리5.1.

학교도서관 운동 주체를 확립하는 일에 있어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현장 운동

세력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고 통합하여 통일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현장의 주체적인.
변화와 지속성을 통해 그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성격적 특이성에 기

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의 운동 세력들은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가. ?
우선 학교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와 사서 그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전문직 운동에 있어 운동의 이념과 내용을 담당하여 올

바른 지향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심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문.
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도서관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

는 일반 교사 그룹이다 사서교사와 사서 그룹의 규모에 비하면 일반 교사 그룹.
의 규모는 훨씬 크다.
최근에 개별 학교나 지역 단위로 일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만

들어 운영하거나 운동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

다.17) 이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또는

나름대로 실천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교육적 의지와 실천력이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

기 때문에 운동 세력의 조직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 경영자나 교육행정 당국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학교도서관 운

동에 관심을 가지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지향과 활동의 준거가 현장인 시민운동

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포함하는 노력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 현장에 미칠 수 있.
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학교 밖의 운동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도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력들을 현장 운동 세력으로 상정하고 효과적으로 묶어 통일된 에

너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현장 운동 세력의 연대와 통합인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묶어 통합된 에너지를 끌어내는 원리와 방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무엇

인가 그것은 그룹들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운동의 지향과 이념을 중심으로 큰?
17) 세기 학교에서 준비합시다 변화하는 학교 주연은 교사 대본은 열정 한겨레21 -' ', , ,「 」 ≪

경상남도 양산에는 체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자료를1998. 8. 14.≫

모으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선 교사 여 명으로 구성120
된 청미래라는 모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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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통일된 운동 원리와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입장과 역할이 다르고 따라서 운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깊이가 다

를 수밖에 없는 그룹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여러 그룹들이 근본적인 운동 이념과 지향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지향에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 그룹들이 가지는 입장.
과 성격에 근거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사서 그룹 일반 교사. ,
그룹 학교 경영자 그룹 교육행정 당국자 그룹 시민운동 단체와 학부모 단체, , ,
그룹 등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중심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조정하고 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질적인 현장 운동 세력들을 하나의 운.
동 에너지로 묶어 내는 연대와 통합의 방법적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운동의 세력을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중앙 조직과 각 지역의 조직을 확립하고 조직간의 원할한 소통과 교

류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수 있다.

운동 주도 세력의 윤리성과 리더십5.2.

현장 운동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필요

하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 ,
바로 운동 주도 세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운동 세력의 저변이 아무리 넓고 사회적 관심이 심화되었다 해도 전체 운동을

이끌어갈 주도 세력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운동의 성과는 낙관할 수 없다 운.
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학교도서관 운동과 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이러한 사실은 이미1990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선결되

어야 하는 문제는 학교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운동 주도 세력

으로서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일한 지향을 가지는 운동 세력.
으로서 개인적인 이해 관계나 신념을 초월하여 큰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모으는

통일된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의 순수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결국 운동의 지속성과 영향력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가령 년대에 전개된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소수에 불과한 현장 사서교사와1990
사서들이 하나의 지향 아래 통합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고집하

는 현상은 운동 조직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주요한 모순으로 관찰되고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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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견해차이나 현재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이해 관계의

대립 또는 출신학교에 따른 단순한 연고주의 등에서 오는 갈등과 불일치의 요,
소들이 운동 조직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지향을 가지는 운동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운동 세력이 조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적이며 지엽적인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주장과 입장을 견지하는 전략

적 연대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다 사서교사만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해야 하며.
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든지 사서교사는 반드시 수업을 맡아야 한다든,
지 하는 견해나 주장은 효과적인 운동 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단계의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를 중심으

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학교도서관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현

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당파적이고 분열적인 이해 관계

는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동의 주도 세력들간에 강력한.
결속력이 형성되고 결국 운동의 성과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바.
로 운동 주도 세력의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여 리더십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는 구체적으

로 운동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전체 운동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지원하.
며 조정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
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이

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도서관 만들기.
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
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

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초중고등학교의 특성. ․ ․
을 반영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매뉴얼이 제작되어 현실적으로 활용력

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현장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

보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의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18) 또한 전문 인력을 파

견하는 경우에도 공공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형식으로 파견하는 것이 대부분의

18) 최정선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례 광주 지역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제 회 전, : , 37「 ① 」 『

국도서관대회 주제 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쪽( : , 1999), 26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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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상시적으로 교.
육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두,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학부모 운. ,
동 단체 등을 망라한 인력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전문 집단을 교육하고 계몽하

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학교 경영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강습회 그리고 시민운동 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
육 프로그램에 나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고 그들을 교육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적인 강습이나 세미나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내부의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

한 프로그램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 밖에도 운동 주도 세력의 리더십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무,
엇보다도 개개인의 신념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활동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수의 운동 주도 세력을.
확실하게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장 운동에 대한 강단의 역할 재정립5.3.

학교도서관 운동과 같은 전문직 운동은 현장 실천 운동이지만 강단 연구자들

의 참여가 적극 수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강단 연구자들도 전문 연구자로.
서 현장 운동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 주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단 연구자의 입장과 역할을 새롭게 정.
립하는 것도 운동 주체 확립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강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강단 연구자의 입장 문제이다 현장과 강단의 관계는 그 위치가 일방적.
이고 편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강단은 현장에 대해.
우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지도하고 계몽하는 입장을 가지고 현장은 맹목적

으로 강단의 이론과 견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도 이.
러한 구조는 예외일 수 없다 물론 전문 지식의 깊이와 체계성에 있어 강단 연.
구자들이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운동의 성격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원리는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운동의 중심 실천 세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이다 그렇다면 강단 연구자들은 현장을 계도하고 이끌어 가는 입장이 아니라.
보완하고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실천을 모색해야 마땅한 것이다 가령 현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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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적 원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계몽 활동에 참,
여한다든지 하여 현장 운동가들이 하지 못하는 작업이나 강단 연구자들이 더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둘째 연구력의 확충 문제이다 통계 수치를 들이댈 필요도 없이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은 타 관종 관련 논문과 비교하면 매우 적게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전공하는 학자군의 규모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문헌정보학계에 학교도서관을 전공하는 학자가 수적으로 적.
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현장의 낙후성과 취업 기회의 저조에 따라 학.
과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의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문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 상관없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다.
만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필요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

다면 현장의 낙후성에 상관없이 혹은 그래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연구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문 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도.
학교도서관을 전공으로 삼는 것을 무척 기피하고 있다 그들도 중요성을 인정하.
기는 하지만 선뜻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영역이며 학교도서관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 지원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논리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연구교육하지 않는다면 문헌정보학은 그 학․
문의 본질적인 사명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는 운동의 한 축을 이루는 강단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셋째 연구의 실천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19) 강단의 연구를 현장의 현실에 적

실하게 하여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의 실천성 문제는 크.
게 연구 주제의 적실성 문제 연구 방법의 적실성 문제 글쓰기의 혁신 문제로, ,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연구 주제의 적실성 문제는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의 논제를 외국의 문헌이나

첨단 이론에서 건져 올리지 말고 우리 현장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장의 발전 단계에 맞는 우리의 문제를 논제로 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색을 할

때 현장은 개선되고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맹목적으로 서구의 이론이나 주류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말고 논제의 성격에 맞

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장.

19) 이 문제는 다음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정근김종성 현단계 학교도서. ,「․
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권 호 쪽, 31 3 (1997. 9), 2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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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더욱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보고 양식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하여 연구자와.
독자 모두를 흥미 있고 쉽게 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글쓰기가 아니라 논제와 방법에 걸맞는 유연한 글쓰기를 통해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논문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연구의 실천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연구자가 현장 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자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모색하는 자연스러운

성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강단 연구자의 역할을 재.
정립하는 작업은 강단과 현장이 같이 진보하는 이상적인 운동의 성과로 귀결될

것이다.

나오며6.

오랜 침묵을 깨고 년대 중반 이후 학교도서관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1990
은 분명 회복을 예기하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성.
숙된 운동 여건의 측면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확산된 교육 왜,
곡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대안으로 모색되는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 볼 때 그러

하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의 전선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 요소들이 잔존하며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시대적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도서.
관 운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이념과 성격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운동 주체 세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다시.
실패와 쇠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본질과 이념에 근거

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운동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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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서지통정8.

서지통정의 기능8.1

납본에 있어서 서지통정의 목적은 납본규정을 적용한 각각의 출판물에 고유의

식별자를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본자료의 서지사항.
을 기술하여 준다 이렇게 서지사항을 기술해 준 것이 국가 출판물의 공식적인.
서지 레코드인 국가서지로 발행된다 목록 서지 참고목록 등에 있는 서지사항. , ,
을 생성하거나 확인하고 지적 소유권의 증거 제시의 토대가 되는 국가서지는 출

판물의 식별 선정 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 .
전자출판물의 납본에 있어서 서지레코드는 두가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첫 번째는 출판사로부터 물리적 형태로는 수집할 수 없으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판물에 대하여 접근 데이터를 기술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추가 기.
능은 납본도서관에 소장된 출판물의 서지레코드의 사용자를 언급해 주는 것이

다 이 두 번째 기능은 납본도서관이 출판물을 수집하여 저작권보호로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 도서관내에서 참고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 도메인 자료와 같은 경우는 접근데이터.
를 완벽하게 넣어주고 예 납본도서관을 나타내 주는 납본된 자료에 직접( , URL)
접근하도록 해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납본도서관이 국가서지에 기술되는 모든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납본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참고정보를 넣어 줄 필요가

있다 참조. (8.3 )
전자출판물의 서지통정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자료에 대한 식별과 이를 인증하기 위한 국가출판물의 서지기록이다.
․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네트워크 위치로의 연결고

리이다.
․ 납본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연결시켜 준다.

전자출판물 서지통정의 일반 원칙8.2

보통 국가서지를 생성하는 책임은 국립도서관이 맡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
가서지는 수집된 납본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지만 기본 서지레코드는 일반적으로

과정을 거쳐 출판전에 미리 생성된다 납본과 서지통CIP( Cataloging-in-print) .
정간의 밀접한 관계는 전자출판물 분야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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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지통정 기능은 이미 인쇄출판물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출판물까지 확대

되어 왔다 즉 시청각 출판물 증가추세의 전자멀티미디어네트워크 출판물. , , ․ ․
까지 포함한다.

서지통정8.3

서지통정의 일반원칙에는 몇가지 필요사항이 요구된다 전자출판물 납본은 대.
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개발중인 새로운 분야이다 국립도서관은 몇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전자출판물 납본의 시작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 설립된 출판사의.

이나 오프라인 매체와 같이 비교적 손쉬운 자료부터 수집하기 시작하CD-ROM
여 점차 네트워크 자료와 새로운 형태의 출판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확장해 가

야 한다 이와같이 점차 수집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전자출판물을 취급해 본 경험의 필요 불충분한 예산. ,
과 기계 설비시설의 부족 가능성 부적절한 납본법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사가, ,
효율적 납본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 개발의 필요 등이 있다 향후 여러해 동안.
납본기능을 점차 증대시켜 전자출판물 전량이 납본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도서관은 납본기능의 증대와 같은 속도로 서지통정.
을 발전시킬 것인 가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특히 네트워크 자료의 서지. ,
통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도서.
관이 가능한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을 처리함으로써 서지통정 문제 등의 해결방법

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립도서관이 국가서지에 포함된.
국가 전자출판물을 전량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을 취급하려고 시도할 것을 권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출판물을 납본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납본장서로서 활용하는 효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납본장서를. ,
국가서지의 유일한 기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국가서지는 납본장서 뿐만 아니.
라 전자출판물의 정보원도 추가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납본 불가능 네트워크 자료의 서지통정8.4

위에서 언급한 원칙의 두 번째 필요사항은 특히 네트워크출판물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출판물이란 인터넷과 같이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접. ,
근되는 출판물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자료의 수적 증가에 비추어 볼 때 네트워.
크 자료가 동적이며 배포적 특징을 가지므로 실제 납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

리는 다른 곳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출판물에 접근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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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네트워크로 온라인 연결된 서지시스템을 통해 을 납본의 한 기능으로 고려할( )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조.(3.3 )
이는 분산된 네트워크 자료와 같이 납본 불가능한 출판물을 국가서지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생기게 한다 서지통정.
에 대한 현재의 요구와 이러한 형태의 출판물 납본 불가능 출판물 의 서지레코( )
드에 대한 미래의 요구가 그외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요구보다 적지 않다 그러.
므로 국립도서관이 국가서지에 납본 불가능한 전자자료를 기술할 것을 권고한

다.

동적 출판물의 서지통정8.5

보통 납본도서관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동적 출판물의 대표적인 자료

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혹은(Snapshot) . "Snapshot"
는 향후 이용을 위해 보존될 수도 있으며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Instance" .

동적 출판물의 개별 를 국가서지에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Instance"
생긴다 최근에는 저널이나 가제식 자료와 같은 연속간행물 처리와 비슷한 방법.
으로 동적 자료를 시험적으로 취급해 보았다 이는 출판물이 처음 간행되었을.
때 출판물에 대한 최초 기입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행이 중단되면(Open) .
수정된 서지레코드가 만들어진다 이는 동적 출판물의 개별 나. "Instance"

을 국가서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본도서관"Snapshot" .
의 서지시스템은 서지레코드와 납본장서에 포함된 모든 를 연결시켜"Instance"
주어야 한다 만일 국립도서관의 정책을 온라인 자료의 접근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자료의 접근데이터가 변형되었을 때 국립도서관은 수정된

서지레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납본과 서지통정과의 구별8.6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에 비추어 볼 때 납본기능 국가 출판물 보존 과 서지, ( )
통정 국가 출판물 기술 을 구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구별이 어느( ) .
정도까지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새로이 생성되는 전자출판물로 인해 이의 구별

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러한 구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독립적인 실체물의 자료와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납본 장서로

보존한다.
․ 납본장서는 국가서지에 단일 서지 기입으로 기술되는 동적 출판물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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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호 판 또는 를 포함한다, , instances .․
․ 국가서지는 다음 사항들을 기술한다.

납본수집 출판물 가능하면 네트워크 위치를 포함- ( )
현실적 이유로 납본수집에 포함되지 않은 출판물-
납본이 불가능하나 네트워크상에서 접근 가능한 출판물-

네트워크 자료의 서지통정8.7

도서관에 의한 네트워크 자료의 서지통정 필요성에 관해 몇가지 논의가 있다.
조금 앞서가는 주장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속도에 비추어 볼 때 예상되는 방대한 네트워크 정보

를 목록하는데 필요한 유효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 인터넷이 자동색인화되고 있다 즉 네트워크는 그 자체 색인 또는 네트워.
크 목록을 포함한다.

이러한 논점은 도서관 목록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접근속도보다 포괄적인 보존이 주요 과제인 납본도서관에 적용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네트워크 출판물의 서지통정은 다음의 여러 가지 특.
별한 이유 때문에 필수적이다.

․ 현존하는 네트워크 색인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충분하게 기술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요소와 표현을 보여 준

다 이는 이용자에게 때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지;
전혀 확실하지 않다.

․ 네트워크 색인 메카니즘의 동적 특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제거된 자료의 기

록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료내용과 위치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공식적 서지통정을 통해서만 해

결될 수 있는 신뢰성과 연관된 의문이 야기된다.
․ 서지통정은 정보가 쉽게 복제되고 조작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해적을 방지하

도록 보호한다.
․ 납본과 서지통정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위상을 높힐 수 있다.
․ 미래의 세대가 찾을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납본장서를 목록하여야 한다.

온라인 자료에 관한 특별 고려사항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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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는 중앙 본부에서 이용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소

전통적인 자료 인터넷이나 진보된 세계정보 하부구조의 기타 네트워크 도메인,
상의 네트워크 자료를 포함한다.
온라인 자료는 동적이며 배포적 특성 다양한 형태와 매체 등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납본법 분야에서 특별히 많은 문제들을 시사하여 준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서지통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몇가지 문제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접근 데이터8.8.1

본 문맥에서 주요 문제점은 온라인 자료가 기타 다른 형태의 출판물 비 네트(
워크 전자출판물 포함 과 비교해 볼 때 부가된 형태의 서지기술 데이터 즉 접) "
근 데이터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접근데이터란 어떤 출판물을 찾을 수 있는" .
네트워크 주소 와 같은 이용도구 그리고 형태나 이용 가, FTP, Gopher, WWW ,
능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타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접근 데이터는 실제 자료를 찾기 위해 접근 과정에서 사

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접근 데이터는 도서관에서 목록기입의 청구번.
호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접근 데이터는 출판사항 기술보다는 출판물 자체.
의 본질적인 특성에 관한 것이다 접근 데이터를 출판물의 서지기술에 포함시켜.
야 하며 특정 자료의 지엽적인 데이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네트워크 자료8.8.2

네트워크 출판물은 때로는 상호 관련있는 파일 또는 문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적 구조 예 의 메뉴 또는 하이퍼텍스트 연결 상의. ( : Gopher ) (WWW
문서 을 이용하여 상호 관련을 맺는다 입력 포인트 로 작동하는 한 개HTML ) . " "

의 파일 혹은 문서가 보통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입력. "
포인트 가 바로 네트워크 입력 자료인데 네트워크 입력자료는 문서기술의 접근"
데이터 부분에서 언급된다 보통 에 의해 현재 발.( "Universal Resource Locator" )
생되는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입력항목만 서지레. ,
코드에 기술할 것인지 입력항목과 모든 관련항목을 통합하여 기술할 것이지 혹, ,
은 분리하여 기술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홈. WWW
페이지가 셰익스피어의 완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원을 지적한다면 바로 그

홈페이지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원판을 기술한 홈페이지일까 바꾸어 말하면 입? ,
력항목만을 기술해야 할까 혹은 입력항목이 가리키는 자료의 내용기술도 포함?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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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가지 관련 혹은 연결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 내용연결 출판물의 구성요소를 기술하며 주로 내용페이지 연결형태를 취: ,
하거나 문서의 다음 부분을 언급하는 연속 연결형태를 취한다 또한 문서.
의 다른 부분과의 상호 참조까지도 포함한다 예 관련항목 서지 부록. ( : , , )

․ 참조연결 최신문서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문서를 언급하지만 그 문서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참조연결은 본문내에서 혹은 서지나 참조목.
록의 로써 전형적인 서지참조형태를 취한다URL .

참조된 항목이 최신 항목의 구성요소인지 내용연결 별개의 출판물인지 참조연( ) (
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조문서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검사해 보는 것이)
다.

․ 새로운 문서의 입력포인트임이 명백한 연결 예 서명페이지나 내용목록( : )
․ 상이한 네트워크 위치

․ 상이한 원 저작자

․ 상이한 날짜 문서번호 등,
․ 형태 판 표현의 차이, ,
이들 특성 중 어느 것도 간단 명료하지 않다 왜냐하면 분산된 협력팀이 제작.
한 공저 출판물은 상이한 날짜와 식별자를 가지고 각기 다른 위치에 저장됨으로

써 각기 다른 저자로 구성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입력항목.
을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만일 입력항목이 독립적인 실체물임이 명백한 배포문서의 표제지 소개 또,
는 내용 목차로 사용되면 다시 말해 연결이 주로 내용 연결이면 서지기술,
은 가능한 입력항목을 정보원으로 사용하여 전출판물 전체 항목과 내용연(
결을 이용해 연결된 항목 포함 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

․ 만일 입력항목이 주로 참조연결을 포함하면 다시말해 입력항목이 특정영, ,
역에서 네트워크 자원의 개요 또는 서지이면 서지기술은 되도록 참조의,
특징에 관한 주석을 포함하여 입력항목만을 서술해야 한다 예 분야의. ( : "...
네트워크 원자료에 관한 참조목록 포함")

네트워크 출판물의 형태8.8.3

내용연결과 참조연결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자료를 구분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 차 네트워크 출판물1

한 부분으로 구성된 출판물 이 경우 입력항목이 전체 지식내용을 포괄- :
한다 내용연결은 없지만 다른 차 출판물과 주로 연결된 가능한 많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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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연결 하이퍼링크된 서지참조 을 가진다( ) .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출판물 입력항목이 문서의 다음 부분과의 하나- :
혹은 그이상의 내용연결을 포함하는 표제페이지 또는 내용페이지로써 사

용된다.
․ 차 네트워크 출판물2

서지 입력항목이 주로 차 출판물과의 참조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 1 .
디렉토리 입력항목이 주로 차 출판물보다는 다른 자원과의 참조연결로- : 1
구성되어 있다 예 다른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 기업 사이트 등과의 연. ( : , ,
결)

서지기술에서 출판형태를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면 기술되어 있는 접.
근데이터가 전체 문서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브라우징을 필요로 하는 입력포인트만을 단지 제공하는 것인지를 이

용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서지와 디렉토리의 구분은 어렵다. .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 입력항목이 두가지 형태의 참조연결을 포함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두가지 형태를 모두 다루기 위해 원전목록. " (resource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할 것이다list)" .

네트워크 출판물의 존재8.8.4 " "

네트워크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출판물을 존재 한" "
다고 말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제거되면 존재가 끝났다 고 말할 수 있다 그. " " .
러나 많은 네트워크 출판물은 오프라인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납본장서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차 출판물은 보존 출판물로. 2
서의 새로운 존재형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동적 네트워크 출판. -
물의 경우에 특히 그 출판물은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에-
서 제거되는 즉시 실제 존재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지레코드에 그 출판.
물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사용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게 된

다 즉 그 출판물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한다 그러한 경우 서지레코드 또. , .
한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전.
에 가지고 있었다는 최소한의 서지적 근거를 보존하기 위해 서지레코드는 제거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존재의 제거가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한 몫을 차지한다 온라인 출판물과 보다 특별히 제작된 네트워크 출판물은 기.
존의 인쇄출판물과 같은 형태로 도서관이나 이용자에게 배포되지 않는다 그대.
신 접근 가능하고 다운로드 복사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출판물( ) .
은 하나 또는 한정된 수의 에서 실제 사용가능하다 즉 네트워크상의"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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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위치에서 사용가능하며 납본도서관 위치에서도 사용가능

하다 더구나 일련의 가 동적이라 함은 가 부가 제거 새로. "Instance" "Instance" , ,
운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물의 소재위치가 서지레코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접근데이터의 구성요(
소로서 변화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위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떤 형태의 연결과 위치 지정도구를 접근데이터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결과 위치 지정도구가.
필요하다.

․ 최초의 네트워크 위치를 기술 기술된 항목이 그 위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주석을 추가해야 한다.

․ 최근에 활성화된 한 개 혹은 한 개 이상의 네트워크 위치

․ 보존 위치의 포인터 서가번호와 납본도서관의 전자 저장시스템과의 연결: ,
혹은 납본도서관에서의 이용가능성을 언급한 주석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보존위치의 포인터10

보존위치 원 위치 최근 위치

오프라인

출판물

원본 저장 위치 포인

터 딸림자료 포함( )
보존용 복본의 위치

포인터 필요시( )

온라인

출판물

보존용 복본의 위치

포인터

네트워크 원 위치와의

연결을 포함하는 접근

데이터

최근 네트워크 위치와

의 연결을 포함하는

접근 데이터

국립 자료 접근 기관8.9

서지레코드에 기재된 네트워크 출판물의 네트워크 위치와의 연결을 포함함으

로써 연결을 정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질적 통제의.
한 측면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많은 도구와 기술이 개발되어 연결을 자동으로. ,
유지할 수 있다 연결유지 문제는 모든 도서관이 자체 서지시스템의 온라인 자.
료의 참조를 포함하는 문제이므로 국립도서관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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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네트워크 자료의 연결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국립 자료 접근 기관 을 설립할" "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 기관을 이용하여 정보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자체의 와 자료 목록에 기록된 자료에 접근할. OPAC
수 있다 표 참조 이 기관은 네트워크 자료 자체와의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 ( 11 )
도서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게 될 것이다 비록 이 기관의 주된 업무가 국가자.
료와의 연결집합을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지만 다른 형태의

연결도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자료 또는 외국의 유사기관과의. ,
연결을 포함시킨다.

표 자료 접근 기관11

전자출판물의8.10 CIP(Cataloguing in publication)

는 많은 국가에서 잘 체계화된 인쇄출판 분야이다 국립도서관이나 서지기CIP .
관은 를 통해 출판시 사전 서지레코드를 생성한다 전자출판물을 기술하고CIP . ,
인식하며 인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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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중요한 역할로써 를 전자출판에까지 확장시켜 나가도록 권고한다CIP .
분야에서 국립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서지기술 문제와 표현문제CIP

에 관한 권고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출판자료의 는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CIP .
․ 전자출판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촉진

․ 좋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자료 기술의 질을 향상

․ 전자자료 출판을 납본도서관에 알림

․ 전자 출판물의 인식과 인증을 개선

전자출판물 목록 최근 사례9. :

전자출판물 목록의 일반 경향은 인쇄출판물과 같이 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자출판물을 취급하는 것이다 새로운 매체와 출판형태의 문제는 현존하는 목.
록규칙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힘든 분야.
는 온라인 네트워크 자료 분야이다 최근 사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소프트웨어와 디스켓자료의 목록규칙은 이미 사용 가능하다 이 목록규칙.
은 다른 형태의 오프라인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

․ 현존하는 목록규칙과 서지형태를 전자자료와 네트워크 자료까지 수용하도

록 확장 적용시켜 왔다 예 형태의 다양한 확장. ( : USMark , DocServer
의 결과로 형태로의 변형Project PICA )

․ 특별 형태의 전자출판물이라 할 수 있는 대화형 멀티미디어의 서지통정에

관한 작업 또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작업의 결과는 년 시카고. 1994
의 미 도서관협회가 제작한 지침서이다 와 은 최근에 대화형. OCLC RLIN
멀티미디어를 컴퓨터파일로 편입시켰으나 의 리더부분과 새로운MARC 008
태그에 새로운 바이트를 개발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 정보제공자의 서지기술 메타데이타 제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표준안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면.
인문분야 자료의 디지털 부호화를 위한 는- "the Text Encoding Initiative"
서지 기술 정보에 대한 일련의 메타데이타를 개발하였다.
문서식별자에 관한 은 메타데이타를 상징하는- "IETF Working Group" "
단일 자료 특성 의 표준안을 개발중(Uniform Resource Characteristics)"
에 있다.

는 년 월에 열린 메타데- "Dublin Core Metadata Set" 1995 3 OCLC/NCSA
이타 워크샵에서 네트워크 자료에 대해 기초적이지만 확장 가능한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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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소들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 메타데이타와 목록에 대한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가

지 공식적 시도와 더불어 이 분야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는 많은 실제 활" "
동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누면.
전자자료 목록 개발에 목표를 둔 대규모 프로젝트와 지침 영국의- ;

프로젝트 미국 의 인터넷 자료 목록 프로젝트"Catriona" , OCLC " "
와 와 같은 인터넷 구조의 색인 서비스- Alex, Lycos, WebCrawler Yahoo .

이러한 검색엔진은 네트워크자료의 목록 혹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효과

적으로 담당하여 점점 정교해지는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이들의 주요 결;
점은 유익한 메타데이타가 없다는 것이다 색인검색의 결과로써 얻은 문;
서의 기술이 그들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통 부적절하게 평가된다.
지리 직업 등과 같은 특정 주제분야의 중요 자료를 기술해 주는 도메인- ,
생성 목록 구조와 페이지 이들 목록은 개인 도서관 그리, Gopher WWW ;
고 전문기관에 의해 주로 생성된다.

․ 참고목록과 서지에 전자출판물을 인용하는 지침서가 점점 많이 발행되고

있다.

최근 사례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자료를 포함한 전자출판물의 목록은 규칙에 기초를 두어AACR2
야 한다.

․ 네트워크 자료의 실용 지침서는 프로젝트인 인터넷 자료 목록 구성OCLC " "
이 입증한 바와 같이 실제 경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유럽의 국립도서관이 유럽형식에 맞추어 유사하지만 확장된 전자문서 목"
록 지침서 를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

질적 문제와 버전 통제10.

버전 통제10.1

전자출판물의 버전 또는 판에 대한 문제는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

다 최근 메타데이타 워크샵 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 OCLC/NCSA (1995. 3)
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 전자물체의 버전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정의나 심지어 어휘에 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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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물체의 버전은 전통적인 인쇄자료의 판 또는 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

다.
․ 인쇄 버전과는 달리 새로운 전자 버전은 때로는 구 버전을 대신하거나 삭

제시켜 버린다.
․ 전자 버전은 매우 쉽게 증가하며 각 버전간의 차이가 경미하여 발견하기

어렵다.
납본도서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실용적인 방법으로써 이는 다음

의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일 어떤 문서의 새로운 가 새로운 버전 혹은 판으로써 발표- "Instance"
되면 예 말로 또는 수량 날짜 버전 부호로 나타내어 그 는( : , , ) "Instance"
납본되어야 한다.
만일 발행인이 어떤 문서의 새로운 를 새로운 버전 혹은 판으- "Instance"
로 간주한다면 납본되어야 한다.
새로운 버전 판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발행인이 인정하지 않은 버전은 납- /
본장서로 수집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새로운 버전 판이 단지 사소한 변화로 빈번히 발행되면 그 출판물- /
은 동적 출판물로 간주되어 방법으로 납본이 이루어져야 한"Snapshot"
다 서지통정은 연속간행물이나 가제식 출판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행해.;
져야 한다.

납본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버전 판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인 예시와 경험을/
기초로 가장 좋은 실무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

전자출판물의 인증10.2

납본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출판물이 인증받은 것인지 즉 원본과 동

일한 지를 확인하는 인증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증 관리의 목적은 훗날 출.
판물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헌을 확인하고 다른 사본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증된 문헌을 사용하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쇄물에 대한 인증은 그것이 한번 인쇄되면 음모가 없이는 커다란 변경을 도

입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인증을 목적으로 선별적 표제지 페이. ( ,
지 부여 등 으로 자격이 있는 납본된 자료와 대조하여 문헌을 수작업으로 대조) ( )
해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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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정확하게 반대이다 전자문헌은 매우 쉽게 변경될 수 있.
으며 그러한 변화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적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작업에 의한 조사.
또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확인할 데이터 양이 일반적으로 인쇄물보다 훨씬 많다.
전자출판물의 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납본도서관은

․ 납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버전이 인증된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전자자료의 반 자동 인증 메카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 ) .
본 연구의 장 저장과 이용 에서 언급했듯이 납본 자료의 수집절차는 수령한2 ( )
자료가 출판사가 의도한 것과 같은 인증된 버전인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존을 목적으로 자료의 내용을 이동시킬 때.
장기간에 걸쳐 인증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다른 매체로 이동한 후에도 특히 기능과 내용과의 관계를 변경하는 방식인 다

른 기술 환경으로 이동한 후에는 완전한 자동적인 자료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자문헌의 인증을 보존하고 검사하기 위해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다.
․ 부호매김 방식 독창적인 키를 사용하여 부호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부호(
화한 정보 은 전자데이타를 인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 .
식의 효율성은 단지 승인된 사람만 부호를 매김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한

키의 사용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호매김방식은 전자출판물의.
필요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업적 재정적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적합한 것이 되었다.
이외에도 부호매김방식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인증 보존 방식으로

권유하지 않는다.
부호매김방식은 문헌을 코드를 풀어 쉽게 변경하고 다시 부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부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키를 잃어버릴 경우 부호화 된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가 낙후될 수 있기 때문에 부호를 해준 자-
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디지털 서명 방식 은 자료의 알고리즘으로 된 유일한 부(Digital Signature)
호이다 문헌에 가장 작은 변화가 완전히 다른 서명이 될 것이다 디지털. .
서명은 항상 문헌으로부터 다시 컴퓨터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한 문헌도 항상 인증 자료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

․ 디지탈 시간 날인 방식 은 디지털 서명기술을 확장- (Digital Time-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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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방식은 디지털 서명을 안전 인증 서버에 보내는 것과 관련.
되어 있다 그러면 서버는 원래 서명과 서명 서버가 인증하는 이전 문헌의.
서명과 날짜 시간 날인을 조합한 새로운 서명을 보낸다 이러한 서명 즉- .
자격은 문헌의 다른 사본은 인증된 버전과 대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

여 서지 기술 사항에 포함된다.
․ 문헌의 인증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 문헌의 디지털 서명이 공개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정되고 자격과 함께 인증 서버)
로 보내진다 서버는 데이터를 체크하여 사본이 인증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한다 서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면 인증이 가능함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로 아직 사용될 수 없는 미래에 개발될 것들이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를 더 해결하여야 한다.
․ 표준 알고리즘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아직 이용할 수 없다.
․ 연구해야 할 특수한 문제는 디지털 서명과 시간 날인을 위해 무엇을 기초-
로 할 것인가와 어리석은 증거방식으로 잡다한 요소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

인가에 관한 것이다.
․ 출판물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디지털 시간 날인 서-
버가 아직 없다.

인증 기술은 두 개의 문헌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다 가장 미세한 차이가 인증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한 문헌. .
이 다른 포맷으로 배포되었거나 수령하자마자 고객 프로그램으로 재포맷되었다

면 정확하게 다른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는 지적 출판물.
의 내용과 포맷 방식 글자 형태와 같은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 .
의 판단이 알고리즘 방식 이외에도 필요할 것 같으며 어떤 종류의 문헌에 대하

여 완전히 자동적인 인증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다 또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와 같은 동적 출판물의 인증은 모든 분명한 레코드를 개별로서 인증하지 않는

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납본도서관은 잠정적으로 인증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증을 목적으로 인증이 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서명과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명과 인증데이타를 제공하는 공공저장소로서 활동한다.
․ 표준 인증 알고리즘의 사용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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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통정과 납본관리를 위한 기술 사항11.

본 연구의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지통정을 위해 현재 사용되며 권장하9
고 있는 방법은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를 위해 마련된 규칙과 지침을 적용하

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전자출판물의 납.
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것들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기술사항에 대한 정보원11.1

전자출판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세가지 주요 정보원이 있

다.
․ 출판물을 접근할 때 처음 보여지는 화면 제목화면 또는 출판물의 다른(' ')
적당한 부분

․ 출판물에 끼워져 있는 메타데이타

․ 이전 접근노드 예 저자와 출판사가 출판물에 연결된 에서 자( , WWW-page
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
근 길을 확인하는 것은 네트워크 출판물의 경우 항상 권장되는 것이다 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

․ 전자형태의 딸림자료 예 안내 파일( , ' ' )
․ 기타 형태의 딸림자료 예 패키지 매뉴얼 등( , , )

온라인출판물 접근 데이터11.2

온라인 네트워크출판물에 대한 접근 데이터는 자료에 접근할 때 필요하기 때/
문에 서지레코드에 기록하여 주어야 한다 최근 접근 데이터 기술을 위한 지침.
이 발행되었다 다음 필드의 구조는 동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 여러 가지 하. 856
부항목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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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필드12 USMarc 856

년 월 미국의회도서관 네트워크개발 및 표준국은 레코드1995 3 MARC USMarc
에 접근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필드의 사용에 대한"856
지침 이란 제목으로 발행하였다 다음의 필드에 대한 검토 내용은 상기자료로" . 856
부터 발췌한 것이다.

첫 번째 지시자 나머지 필드의 사용을 명시한다( .)

0 E-mail
1 FTP
원거리 로그인2 (Telnet)

3 Dial-up
하부필드 에 명시된 방법7 $2

하부필드 부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호스트명 네트워크 주소( )
접근번호 예 주소 전화번호( , IP , )
압축정보

경로 디렉토리( )
전자이름 파일명( )
전자이름 범위 파일이 세트인 경우- ( )
처리자 앞 데이터(@ )
사용자지침 처리를 요구하는 명령어( )
초당비트수 최저 및 최고 전달 속도( )
비밀번호 정보접근( )
로그온 로그아웃/
접근 지원을 위한 연락처

하부필드 에 호스트의 이름과$a
위치

운영시스템

호스트에서 처리와 서비스의 포트

$q

$r

$s
$t
$u

$v
$w
$x

$z
$2

$3

파일전달방법 예 또는( , ASCII
Binary)
세팅 데이타비트수 스톱 비트수( , ,
에러검출코드)
파일크기

단말기대체기 예( , VT102)
단일형태 정보 위치지정자 여러(
다른 하부 필드의 조합)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접근 방법

레코드제어번호

공개하지 않는 사항 도서관 사용을(
위함)
공개사항

접근 방법 지시자 이외의 방법 예( 1 ,
http)
명시된 자료



102 도서관 년 겨울Vol.54 No.4(1999 )

스넵샷 데이터11.3

동적출판물의 대표적인 정보 를 저장하여 유지할 때 이들에 대한 데(snapshot)
이터를 서지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경우 스넵샷 데이터를 별도로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

를 통해 서지레코드에 포함하거나 하부레코드를 연결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보.
존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스넵샷 빈도

․ 스텝샷 형태 초기 추가 또는 대체 최종( , , )
․ 스넵샷 일련번호

․ 날짜와 시간 날인

․ 다음 스넵샷 날짜

출판물에 첨부되어 있는 메타데이타11.4

앞으로의 전자출판물의 중요한 특성은 하나로 통합된 전자형태의 메타데이타

체계적으로 출판물을 기술한 정보 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 .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출판물에 첨부된 메타데이타에 대하여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으

며 그러한 표준을 정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적어도 많

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표준을 만들기 위해 결정하여야 할 다.
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기술사항들에 대한 정의 예 저자 서명 등( , , )
․ 체계의 규정 데이타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자( )
․ 구문 포멧 공식적인 표현방식과 메타데이타의 구조/ ( )
․ 문헌과의 관계 예 출판물에 첨부된 메타데이타는 문헌의 표제 표제지 또( , ,
는 기타의 형태를 채택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하여

여기에서 설명할 것이다.

본문 부호화11.4.1

본문 부호화 프로젝트 는 컴퓨터와 인간협회(Text Encoding Initiative)
컴퓨터언어학회(Association for Computers and Humanities), (Association for

와 문학과언어컴퓨터협회Computational Linguistics) (Association for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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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동으로 후원하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이and Linguistic Computing)
다 본문 부호화 프로젝트의 임무는 기계가독형 텍스트의 부호화와 상호변환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본문 부호화 프로젝트는 전자 본문를 구성하는 국제 표준인 을 실현시SGML
키는 것이다 본문 부호화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체계는 다양하게 많은 본문을.
호환할 수 있는 형태로 부호화시켜주는 것으로서 같은 방식의 소프트웨SGML
어로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지침이 년 월 전자 본문 부. 1994 6 "
호화와 상호변환 지침 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
본문 부호화 구분자의 파일 기술 사항은 도서관 목록 규칙을 모델로 만든 것

으로서 이용자에게는 전자 본문에 대한 표준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목록자에게는

전자 본문에 대하여 목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외.
에 표제와 본문 자체에서 만드는 서지 인용도 같은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다.
본문 부호화 파일 구분자는 도서관 목록 레코드가 아니므로 도서관 업무로 기

본적인 모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의 목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본문 부호화 구분자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한 정보에서 다른 정보의 위치를 표시

해주는 것을 가능한한 단순화하고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시도였다.

단일자원특성11.4.2

단일자원특성 은 현재 인터넷기술 테스크포(Uniform Resource Characteristics)
스 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IETF) .
현재 만들어진 안에 따르면 단일자원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

다.
․ 전세계 자원 이름(URN)
․ 저자

․ 제목

․ 주제 키워드 목록 또는 시소러스의( URN)
․ 초록 초록의 본문 또는 참고자료 예 네트워크상의 위치( , )
․ 위치 예( , URL)
․ 서명 예 디지털 서명 또는 자격( , )
․ 평가 표준 평가의 또는 승인서명( URN, )
․ 접근 예 접근 제한( , )
․ 판 예 판에 대한 정보 조정일자 앞과 후속 판( , , , )



104 도서관 년 겨울Vol.54 No.4(1999 )

은 단일자원특성으로부터 까지 포맷 요소의 위치에 대한 상Daniel R. USMarc
세한 설명 을 하였다(http://www.acl.lanl.gov/URI/ExtRep/urc0.html) .

더블린코어11.4.3

표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타 세트13

․ 주제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일자

․ 기타 관련자 예 편집자 역자( , , )
․ 형태 예 소설 사전( , , )
․ 자료형태 예 파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Postcript , )
․ 식별자 예( , URL)
․ 관계 다른 자료와의 관계( )
․ 언어

․ 정보원 대상을 끌어낸 곳( )
․ 범위 예 지리적 범위 또는 시간 범위( , )

주의사항NB( )
․ 더블린코어는 구문독립형이며 확장할 수 있다.
․ 모든 사항은 선택적이며 반복할 수 있다.
․ 모든 사항은 하부사항을 만들 수 있다.
․ 체계 라고 하는 특수한 부호를 하부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 (scheme)'
다.
예)
주제 체계( =UDC)=002+02(035.3)
저자 체계( =USMARC)=100 1 Mackenzie Owen, John Stewart $d1949-
출판일자 체계( =ANSI C3.30-1985)=951012
기타관련자 역할 편집자( = )=Manson, Pat
자료형태 체계 컴퓨터 파일( =AACR2)=
식별자 체계( =URL)=http://www.oclc.org/metadata.html
관계 형태 포함된 식별자( = )( =URL)=http://www.nbbi.nl/
범위 형태 임시적인 세기( = )=19

더블린코어는 이용자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데이타 세트를 매우 융통성있게 만들어 놓았다 구.
문독립형인 더블린코어는 표준 서지 포맷을 포함하여 현재의 여러가지 구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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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더블린코어는 하부요소.
와 를 통하여 특수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분명하게 나타내qualifiers schemes

주는 도구를 갖고 있다.

의미 표제11.4.4 (Semantic Header)

의미 표제는 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원에 대하여는 메

타데이타를 인터넷에 대하여는 색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몬트리올.
콘코디아대학에서 가상도서관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로 개발되었다 의미 표제.
에 대한 발원은 정보원에 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 목록 모두를 포함시켜 으로부터 까지 모두 위치를 제시URN URL URN URL
해 준다.

현재 의미 표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의미 표제14

․ 타이틀

․ 대체타이틀 선택 사항( )
․ 주제 주제어 목록 적어도 하나( :
이상)

․ 문자세트 선택사항( )
․ 언어 선택사항( )
․ 저자 이름 소속 주소 등( , ,
정보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적어도 하나 이상; )
․ 주제어 주제어 목록 필수사항( , )
․ 출판사 출판된 경우 선택사항( , )
․ 출판지 앞서말한 것과 같음( )
․ 부호 앞서말한 것과 같음( )
․ 제조일자

․ 만기일자 선택사항( )
․ 갱신일자 생산된 시스템( )

․ 판사항 선택사항( )
․ 범위 정보원의 특성 선택사항( : )
․ 분류 보안수준 선택사항( : )
․ 적어도 하나 이상URL( )
․ URN
․ 보존사이트 예 납본도서관UAS( , )

․ 초록 선택사항( )
․ 각주 선택사항( )
․ 시스템요건 하드웨어 선택사항, ( )
․ 시스템요건 소프트웨어 선택사항, ( )
․ 크기 바이트수( )
․ 계좌번호

․ 비밀번호

․ 서명 디지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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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표제는 지정 언어를 사용하여 부호화된다HTML .

메타데이타를 발전시킴11.4.5.

납본도서관은 출판물에 첨부되어 있는 메타데이타의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납본도서관은 개개의 서지 기술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서지기술규칙과 포맷의 사용을 또한 촉진시켜야 한다.
메타데이타에 대한 통일된 구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 구문은 저자와 출판사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현MARC .
재 개발되고 있는 이 전자출판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HTML/SGML
으며 구조를 잘 갖춘 서지적인 메타데이타를 만들기 위해 쉽게 확대될 수 있는

편집 도구이기 때문에 구문에 기초하여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HTML/SGML .

보존 데이터11.5

납본자료로 보존된 자료가 다른 포맷 매체 또는 운영환경으로 이동된 후에는,
자료가 국가서지에 기술되어 있는 원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납본으로 보존되어 있는 자료가 발행되었을 때의 원본과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러한 차이를 기록하여 주고

계속적인 이동과 그 결과에 대한 역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는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납본도서관에 의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보존데이타를 별도의 반복 사용할 수 있는 필드나 링크할 수 있는 하부레코드

를 이용하여 서지레코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보존 관련 데이터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동일자

․ 수명 이동한 자료의 만기 일자/
․ 이동한 포맷

․ 이동한 매체

․ 운영환경과 시스템 요구사항

․ 내용 기능 등 이용으로 발생된 주요 변화,
․ 이동된 판의 크기

․ 디지털 서명

․ 법적 지위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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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환경에 관한 데이터11.6

디지털 도서관의 보존 기능과 관련하여 자료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보고 이용

자가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데이타를 서지레코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운영환경에 관한 서지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

한 문제를 더 조사하여야 한다 적어도 운영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사항을.
하부 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필수항목

기계종류-
최저 기억용량-
디스트 저장요구사항-
부수의 하드웨어 예 판독기 청취기능- ( , , )

․ 소프트웨어 필수항목

운영시스템과 버전-
지원 소프트웨어 예- ( , DBMS, Viewers)

․ 시스템 매개변수

표준 지시자 체계11.7

서지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사항은 많은 경우 특수한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지시자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판물이 배포되는 매.
체를 기술하여주는 필드는 또는 메가바이트 디스켓CD-ROM, CD-I, '3.5-1.4 '
으로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의 여러 가지 경우를 기술해 주기위해.
사용하는 여러 세트의 표준화 또는 지시자 체계가 필요하다 표준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판 상태

․ 국적 출판물에 나타나는 국적의 특성을 포함( )
․ 출판형태

․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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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

․ 법적 지위와 이용상태 예 공공도메인 저작권료 적용 허락한 이용자만( , , , )
․ 이용방법

․ 자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환경

유럽의 국립도서관은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의 저장과 보존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 지시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기능12.

출판물의 기술 사례12.1

납본도서관에 있어서 서지레코드에 있는 많은 항목들을 전자출판물과 같이 특

수한 경우에도 관련이 있다.
서지레코드는 다음 세가지 형태의 전자출판물의 예 또는 상태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 본래 발행되었을 때의 문헌

․ 배포되고 있는 통로에서의 출판물의 상태 예 현재 출판물이 공개적으로 이( ,
용되고 있는 형태)

․ 납본도서관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보존용 자료

결론적으로 많은 데이터 항목을 갖고 있는 서지데이타에 위에서 언급한 세가

지 경우를 기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의.
세트 본래자료 현재자료 보존자료 를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필요할 것이다( , , ) .
이러한 방법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데이터 항목의 예를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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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데이터 구분 요소15

본래자료 현재자료 보존자료

위치
정보원 네트워크위치/
대체위치

현재의 네트워크위치
청구기호 또는

시스템위치

포멧
출판당시 포멧

대체 포멧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포멧

납본 저장한 포멧

변환된 포멧( )
매체

출판당시 매체

대체 매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매체

납본 저장한 매체

변환된 매체( )
배포자

원래 배포자

대체 배포자
현재 배포자 이용할 수 없음

기술환경 본래 기술 환경 현재 기술 환경 납본 보존된 기술환경

국가서지와 납본도서관12.2

본 논문에서 국가서지와 납본도서관의 서지시스템 또는 목록과의 밀접한 관계

를 가정하였으나 납본도서관이 운영되는 국가 상황에 따라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두 가지 기초 모델을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다.
․ 통합형 국립도서관은 어떤 한 자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앞장에: (
서 설명한 본래자료 현재자료 보존자료에 대한 데이터 세트 를 저장하는, , )
단일 서지데이타베이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한편으.
로는 국가서지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본도서관 목록으로서의 역할

을 한다.
․ 분리형 납본도서관과 그 외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국가서지를 만드는 것:
이다 국가서지데이터는 납본도서관 목록을 입력하고 국가도서관내 다른.
서지시스템 예 네트워크 정보원에 정확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에( , )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두가지 형태 모두 국가서지의 공식적인 판 납본도서관 행정적인 하부, OPAC,
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하는 데이터 항목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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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지표준과 시스템으로 통합13.

전자출판물을 목록하는 것은 국가 납본도서관의 독점적인 영역은 아니다 전.
자자료에 대하여 많은 다른 도서관들도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므로 납본도서관.
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표준이나 서지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적어도 당분간은 전자출판물 취급이 다른 도서관보다는 납본도서관에 더 중요

하며 가장 고도의 전문가 수준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도서관계도 납본도서관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납본도서관은 동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해주어야 한

다.
납본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전

자출판물을 수용하는 서지 표준의 개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에 포함시키거나 표제로서 제공될 메타데이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납본도서관은 전자자료에 대한 출판시목록 표. ' (cataloguing in publishing)'
준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자출판사와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결론14.

전자출판물 납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납본장서는 국가 문화 유산과 출판물에 반영된 경제 사회 과학 및 교육, , ,
활동과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며 지적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자출판물이 점차 전체 출판물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면서 인쇄출판물에 대한 현재의 납본 규정을 확대하여 전자출

판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만 납본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납본절차를 통하여 지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저자 출판사 납본도, ,
서관을 포함하여 출판물의 창작 배포 보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가

연합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와 출판사는 계속적인 이용 최종정. (
보원 과 서지통정 출판물의 식별과 증명 수단 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납본) ( )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납본도서관은 전자출판.
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여 저작권 소유자를 지원

할 수 있다.
․ 전자출판 분야는 계속 발전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납본 규정.
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자자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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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도록 광의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점.
진적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출판사와 납본도서관과의 협력으로 해

결하여야 한다.
․ 납본 규정과 저작권법과는 특히 이용자 접근과 서비스 부분과 어떤 경우에

는 보존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권법은 서지통정과 저장에 대.
하여 납본된 자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재하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므로 저작권법으로 문화유산과 지적기록물의 보존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 선정정책 선정 정책을 두는 경우 은 다양하며 잘 개발되어 있지도 않다 선( ) .
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초이론이 부족하다 따라서 선정은 이용할.
수 있는 테크닉과 정보원을 기초로 실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서지통정을 포함하여 납본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전자문헌의 관리는 인쇄출

판물과 같은 방식을 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목록 규칙을 약.
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실.
질적인 방법은 비교적 쉬운 것은 실용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납본도서관은 비교적 취급하기 쉬운 출판 형태에 초첨을 맞추었.
다.

․ 미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을 저장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개

발하는데 있어서 작품 본래형태와 운영환경 측면의 출판물 의 보존과 정' ( )' '
보내용 다른 모양과 느낌을 갖게 됨 의 보존이라는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 )'
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작품의 보존은 기술적 낙후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 .
므로 작품의 보존은 기술적 재정적 이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의

보존을 납본 규정의 목적으로 정할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전자출판물과 기능적 측면에서 출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늘어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납본도서관은 납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보다 적극

적인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납본도서관은 특수한 출판사 그룹을 목표로.
하여 그들이 납본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납본된 전자출판물 접근과 이들 자료에 기초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개발

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출판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

아있다 납본 규정은 저작권이 있는 납본 자료에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전자출판물 납본 장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서비스는 공정한 사.
용과 저작권료의 지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출판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납본자료의 선정 저장 접근에 대한 실무 지침은 법적 또는 자발적인 납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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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이들 자료를 취급한 실무 경험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야 한다 전자.
출판 분야에 있어서 완벽하게 개발된 규정은 아직 없으며 실무 경험은 전

자출판물의 어떤 특정 형태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관련된.
전자출판물 형태를 포함하도록 납본 규정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의 선정 저장 이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 ,
법을 실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 권고15.

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시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거나 개발을 계속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납본도서관과 출판사가 다음 분야에 있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납본도서관의 협동 노력

․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새로운 분야이므

로 납본도서관들은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

요하다 저장 조건을 예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수와 저장량.
에 대한 연간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국립도서관은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의 목록 지침을 기초로하여 전OCLC '
자문헌 목록지침을 개발하여 모든 전자출판물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국립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저장과 보존에 관련된 데이터 요소에 대한 표

준 지시자 체계를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출판물의 판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

한다 이 연구로 정의 및 용어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전자출판물의 형태의.
판형과 특성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동적출판물의 대표정보 수집을 기초로 거대한 데이터' (Snapshot) '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

장한다 광학적 해결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의 납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건과 기타 매개 변수 납본도서관과 출판사 비용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납본도서관 중 하나를 실.
험대로 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오프라인출판물의 딸림자료 패키지 매뉴얼 등 를 디지타이징 할 수 있는( , )
가능성과 저장 및 보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



유럽의 전자출판물 납본(2) 113

다 납본도서관은 기술 이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서 대리실행기의 개.
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연구와 조직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대리실행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서관이 그 기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로 실험 연구를 하여

야 한다.

납본도서관과 출판사와의 협력

․ 전자출판 분야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자출.
판물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히 융통성 있는 넓

은 의미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포괄적으로 납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러한 규정의 점진적인 시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은 출판사와 납본도서

관과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납본도서관은 보존 서비스제공 서지통정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적절하, ,
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특수한 납본 지침을 출

판사를 위해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납본 규정에 포함시키거나 납본도서관.
과 출판사와의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전자자료의 의 표준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CIP(cataloguing in publishing)'
하여 전자출판사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지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출판사와 납본도서관의 공동 책임

에 대하여 출판사와 납본도서관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합동실

무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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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과 공유에 관하여

장 이엔보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 )張彦博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제보고에 앞서 중국국가도서관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년에 설립된 경사도서관 을 전신으로 하여1909 ( )京師圖書館

지난 월 일 개관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 한 세기 동안 도서관인의 끊임없9 9 90 .
는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국가도서관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더욱이 중화인민공,
화국 성립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중국국가도서관사업은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문헌을 수장한 종합서고로서,
각종 문헌을 수집가공보존이용시키며 지식정보를 축적하여 널리 이용에,․ ․ ․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서관은 전국서지센터 도서관정보망센터 도서관. , ,
발전연구센터이며 국가중앙지도기관으로 과학연구 교육 생산부문 사회공공업, , , ,
무를 담당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문화협정을 집행 국내외 도서관계 교류와, ,
협력 등 각종 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이 소장한 풍부한 양질의 장서는 여년 전 남송 시대700 ( )南宋

황실도서관 집희전 의 장서로부터 이어지며 년 말 현재 총 장서량은( ) , 1998緝熙殿

만 책 건 으로 전세계 위 아시아 제 위의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2,160 ( ) 5 , 1 .
본 귀중본 만책 건 일반고서 만책 은허갑골 편을( : ) 27 ( ), 164 , ( ) 35,000善本 殷墟甲骨

소장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중문 고전적 을 소장하고 있는( )古典籍

도서관입니다 장서의 는 개 언어로 된 외국자료이며 저명인사와 작가의. 50% 115 ,
친필원고국내 박사학위논문 등 전문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유엔 및 각국 정부,․
간행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자.
료는 더욱 다양해져 전자출판물과 같은 비도서자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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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서증가량은 만 책 건 입니다60 70 ( ) .∼

중국국가도서관은 여 개의 열람실과 여 열람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30 3000
평균 명의 이용자에게 일 개관하여 도서관봉사를 실시하고 중국의 공중8,000 365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4 .

년 월 말 통계에 의하면 각종 서지데이터 만건 중국도서 본문1999 6 500 , DB
만 쪽이 구축되어 웹상에서 검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일 평800

균 이용건수는 만건에 달합니다20 .
도서관 주요 업무는 자료검색업무 열람봉사업무 시청각자료관련업무 관외: , , ,
대출업무 문헌제공업무 복사서비스 참고봉사 자료전시업무 직원교육 및 네트, , , , ,
워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은 전국도서관 중심센터로써 중국내 개 문헌관련기구와 자료의562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국외 개국 개 도서관과 자료상호대차를 개국, 63 500 , 120

여개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과 자료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000 .
년이래 중국국가도서관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각종 도서관업무의 자동화1994

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관은 개의 망을 구축하여 관내 자동화. 20 LAN
와 네트워크화의 초기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년 월 중국국가도서관은 급 웹사이트를 구축 이를 개통하여 중국도1999 2 TB ,
서관계 최초로 급 웹사이트를 채용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서관TB .
이 업무관리와 서비스에 있어서 네트워크화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가도서관은 각종 사무용기기 등 여대가 있으며 그. PC 700 ,․
중 대의 단말기는 이용자가 직접 사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200 .
최근 중국국가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정보 네트워크 센터 간의 상호연계를 매우

중요시하여 중국공용컴퓨터망 중국교육과학연구망 중, (CHINANET)· (CERNET)․
국과학기술망 중국망통공용호련망 등 국가 대 주요전산(CSTNET) (CNCNET) 4․
망과의 접속을 실현하였습니다 국무원 전용선과의 접속 북경 케이블. 100GB , TV
망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과학원 전용선과의 접속 또한 중국라디오, , 100GB ,
총국 관리국 전산망을 통하여 우리도서관과 그 밖의 지역과의 망을, TV 1,000GB
연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도서관은 문헌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년 월 국가도서관문헌디지털화센터 를 세워 각종 유형의 를 적극적으1999 3 " " DB
로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목록 초록 와 본문 세 가지를 의. DB, DB DB 600GB
로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이버공간에서의DB .

서비스 제공은 만 건에 달하여 중국국가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의 중심역할을600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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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국가도서관은 국내외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증진하고

선진의 과학적 관리경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
을 안고 바다를 건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와서 귀관의 동인들과 교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주제보고에 들어갈까 합니다.
친애하는 도서관 직원여러분

귀관과 협의한 주제에 근거하여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헌,
자원의 공동구축과 공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도서관 문헌자원의 공동구축과 공유 현황 소개.Ⅰ

반세기 이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화의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세차게 일

어나 최근에 이르러 정보는 경제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주요한 형식으로 부각되

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고도 정보화와 과학기술연구가 분담되어 세분화됨에.
따라 문헌정보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헌유형도.
다양해지고 매체도 끊임없이 새로와지며 문헌비용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일개의,
도서관이 세계 모든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갖추어 놓을 수는 없으므로 문헌자원,
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떠나서 일개의 작은 도서관만으로는 문헌정보에 대한 독

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헌자원의 공유는 국제사회에서 도서관사업의 필연적인 추세이고 도서관사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특히 년. 1990
대는 정보사회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서 세계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열풍에 휩싸

여 자원공유의 내용범위방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중요한 시대적 의․ ․
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중국도서관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사업 회고1.

1.1.

우리의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 작업은 년 월 국무원의 전국도서관1957 6 『

협조방안 을 비준한 다음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획위원회의 배려 하에 문.』

화부고등교육부중국과학원위생부지질부국가도서관을 망라한 관련단체․ ․ ․ ․ ․
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팀을 구성하였으며 전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중앙도서,
관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전국 제일 제이의. , ·
중앙도서관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어 무한심양남경광주성도서안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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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진하얼빈 등 개 도시에 지역중앙도서관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동편목9․ ․ ․
구입조정복본조정교환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

년 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부에서 년 과학기술발전1962 12 1963 1972『 ∼

기획 초안 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초안의 도서부분 에서 전국도서관 문헌정보( ) . " "』

의 통일적인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
구역단위로 도서관 협력구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중앙도서관위원회에서 이 협력

작업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계열별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외국도, , ,
서에 대한 분담수집 및 정리를 조정함으로써 중복투자와 같은 낭비를 줄였습니

다 이와 같이 년대 말에서 년대 초반까지 중국 도서관의 문헌자원 공동구. 50 60
축과 공유 작업은 당시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비교적 활발하고도 유익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1.2

년 중국에서는 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국문헌자원 공동구축과 공유1978
작업은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어 다음과 같은 가지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습3
니다.

전국 도서관학계에서 문헌자원 공동구축과 공유를 주제로 대토론 전개1.2.1

년부터 년까지 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여 편의 도서가 출1980 1994 3,000 20
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이론 소개와 개념 분석 외국의 성과 공유를 실현. , ,
하는 거시적인 조정과 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내용이 심화되어 네트

워크의 효율성 등 실제적인 분석 문헌자원의 공동구축과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론적 기초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력조정기구 설립1.2.2

년 상해도서관협력위원회의 성립 이후 성 시 협력조직 및 중앙1980 , ( ) ( )省 市․ ․
도서관위원회가 계속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년 월 중국도서관학회는 남녕. 1986 11
에서 전국문헌정보 학술세미나 를 개최하였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전국의 문,『 』

헌자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년 월에는 국가교. 1987 10
육위원회와 문화부 도서정보협력위원회가 설립되어 중국과학원국방과학위원회․
등 개 부 국 에서 참여 전국의 문헌자원 분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9 ( ) ( ) ,部 局․
하였습니다 근 년 동안 전국의 여개 도서관 및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장서현. 4 500



118 도서관 년 겨울Vol.54 No.4(1999 )

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개 연구학과의 전체적인 문헌 특징을 평, 1,800
가하였고 여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문헌정보7,000 . DB
와 전국문헌자원조사평가 를 구축하였습니다DB .

전국 연합목록 작업의 회복과 발전1.2.3
년 전국 과학기술정보검색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연합목록에 관한 문제를1977

논의하였습니다 년에 제 차 전국연합목록업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우. 1980 1 ,
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전국적인 성격의 계통적이고도 지역적인 도서연합목록이

편집 출판되었습니다 년 이후 중국에서는 에 대한 연구작업을· . 1985 , CN-MARC
시작하여 형식의 연합목록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년 상해시도서관MARC . 1988
위원회에서는 문헌정보기술공사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상해지역의 집중편< >申聯

목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3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지역과 계통을1990
초월하여 전국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3.1
년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공공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실현을 위한 네1993

트워크센터가 광동에 세워졌으며 이는 오늘날의 광동성 웹 센터 목록센터(web) · ·
목록검색센터가 되었습니다.

1.3.2
년 월 심천도서관은 심천도서문헌구입편목센터 를 설립하여 여개 회1994 1 " " , 40

원도서관의 연합목록을 포함한 심천지역 서지목록 를 구축하였으며 회원도DB ,
서관간 네트워크 연결이 실현됨으로써 서지자원공유를 위한 심천지역 도서관망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광서호북 등의 지역에서도 연합목록작업. ․
이 시작되었습니다.

1.3.3
년 월 상해지역공공도서관과학연구기관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여개1994 3 · 20․

도서정보기관에서 온 대표들이 상해도서관에서 상해지역문헌자원공유협력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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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례 등 개 문건에 서명하고 상해지역 문헌자원공유 협력이 정식으로 시작" 3 ,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1.3.4
년 월 국가도서관의 주관 하에 상해도서관심천도서관광주중산도서관1995 5 ․ ․

이 연합하여 국가문헌소급 구축 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부< DB > .
의 국가 중점과학연구사업으로 결정된 지 년도 안되어 중국도서 소급 약3 DB
만건의 구축이 완성된 것으로 시간상 약 년을 앞당겨 를 완전히 정리했50 , 38 DB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가도서관의 전국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에 대한 노력2.
전국연합목록센터 설립2.1

국가도서관은 년 월 국가도서관연합편목센터를 설립하여 년 말부터1997 10 1998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목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도서.
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여 편목자원 공유를 실현시키는 데 있으며 회원도

서관은 현재 개관에 이르고 있습니다70 .

분야를 초월한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 협력관계2.2

2.2.1
년 월 국가도서관은 북경대학청화대학중국과학기술대학과의 협력협1998 11 ․ ․

의서에 서명하였고 또한 같은 달 중국과학원과도 협력협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 협의서는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이용자 서비스참고봉사정책정보연․ ․ ․
구컴퓨터에 의한 검색직원훈련컴퓨터망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 ․ ․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사회과학원과도 협력협의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2.2.2
최근 국가도서관은 중앙국가기관의 문헌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함과 동시에 국가 입법조사연구정책조사연구정책실시통계수치 제공에 많․ ․ ․
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도서관은 중앙국가기관의 정책입법을. ․
위한 서비스 개선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중앙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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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고 국가도서관의 국가기관분관 설립을 제안하였

습니다 년 월 일 국가도서관 인사부 분관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1999 7 6 .
러한 조치는 국가 인사부의 많은 인력과 물자를 절감시켰으며 이로써 국가도서,
관의 기능을 진일보시키고 대규모의 문헌정보 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 전개를 위

한 새 길을 개척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문헌정보 공동구축 및 공유업무에 대한 연구회토론회 개최2.3 ․
2.3.1

년 월 국가도서관은 중국도서관학회와의 색인편목전문위원회와 공동으1998 11
로 중문 일반도서 편목작업 세미나 를 개최하였는데 전국 개 의 공공" " , 15 省市․
도서관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 및 국내 도서관 회사 대표들도 참석하였습니․ ․
다 이 세미나에서는 컴퓨터 환경에서의 중문 일반도서 편목작업 발전의 문제점.
과 전국연합기계가독목록에 따르는 관련 규칙 표준화 문제 등이 깊이 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2.3.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국가도서관은 서양서 편목 세미나 를 개1999 5 27 5 28 " "

최하여 북경지역의 대학도서관 및 상해도서관남개대학절강대학 등 지방의․ ․
개 도서관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 서양서 편목 현18 .

황서양서 연합편목목록 외국상업 비교서양서 편목규칙의 수정DB DB․ ․ ․ ․ ․
서양서 편목규칙의 법규화표준화 및 국내외 편목 프로그램의 특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3.3
년 월 국가도서관 주최 제 회 중국 도서관 고서관련업무 세미나 가 개1999 5 1 " "

최되었으며 상해남경절강성요령성산동성수도북경대학중국과학원, ․ ․ ․ ․ ․ ․ ․
등 개 도서관에서 참석하여 중국고서 구축중국고서 장서와 열람개발8 , DB ․ ․
과 이용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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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에서 전국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 건의서 서명운동을 발기" "
하였습니다 국가도서관은 전국적인 대규모 문헌자원 공동구축과 공유를 위하여.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북경에서 전국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1999 1 14 15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대학도서. ․ ․
관국가행정기관도서관 및 정보원 소 등 개 도서정보단체가 회의에 참석하( ) 124․
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도서정보단체간 정보자원 공동구축과 공유에 관.
한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으며 전국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 건의서, "
와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 공약 의 문건에 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급 협력 전" " " . 3
산망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도서공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국가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자원 공유를 실현2.4

년 월 북경시 정부의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설립요청에 대하여1999 6 ( )中關村

국무원의 회답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중관촌지구는 본 세기말에서 다음 세기 초.
에 걸쳐 과학기술 교육문화첨단기술산업을 구비한 세계 으뜸의 첨단과학단· ․ ․
지로서 건설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의 실현은 물.
론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문헌자료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국, .
제문헌 공동구축 및 공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가도서관은 전국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의 실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헌정보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에 따른 문제점.Ⅱ

문헌정보자원은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만큼 이에 대한 개발이용은 국가경제․
발전과 전국민의 문화소질 제고에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도서정보를 제,
공하는 도서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 사회의 문헌정. ·
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다양화되므로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장서운영방식과,
피동적인 서비스 방식 고군분투 하는 방식의 정보제공은 국민의 요구, ( )孤軍奮鬪

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이러한 국면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 ,
지역 및 전국 도서정보기관의 협력과 지원만이 이러한 국면전환을 가능케 합니

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로서 정부는 장기간 문헌정보자원의 공.
동구축 및 공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가시적.
인 실적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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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체제 아래서 형성된 낡은 관념은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1.
유에 걸림돌이 된다.

문헌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는 중국국가도서관의 오랜 과제 중 하나였으나,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부진한 큰 원인은 일부 도서관들이 편협한 지역주의로 전

체 국면을 돌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자체 도서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문헌정보자원의 공유를 거부하고 또 어떤 도서관,
은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남의 자료를 이용하고

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도서관에서는 자료 입수만 중시하고 이용에.
는 소홀히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 문헌정보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
다.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문헌 분포2.
문헌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함에 있어 우선 먼저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문헌분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원의 합리적인 분.
배와 협동적인 자료구입을 논할 수 없고 자원의 공동구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화동중남화북 등지의 경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과학기술인력․ ․
이 밀집되어 있는 바 도서정보기관도 전국의 를 차지하며 동북서북, 62.8% , ․ ․
서남에는 밖에 안됩니다 도서관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분포는 문헌자원37.2% .
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 분포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합리적인 분

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분산소장3. ․부분소유․행정의 이원화

현재 중국 도서관의 구조는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과학연구도서관공회․ ․ ․
노동조합 도서관군사도서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종별 도서관간에( : ) .工會 ․

는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행정상 소속관계라든가 예산경로가 다. ,
릅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리나라 도서관 건설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중복구입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서. ․
관 장서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서 자동화편목 분야에.
있어서 대학은 대학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도서관의 인적 물적 재정적, · ·
자원을 각기 투자함으로써 년 이후 국가도서관이 국내 수십개 공공도서관과, '98
연합하여 구축한 중국도서연합목록 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DB
한 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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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동화시스템 구축에서의 불균형4.

문헌정보자원 공유의 발전은 종국적으로 도서관 자동화와 네트워크 구축의 실

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도서관은 자동화 네트워크 구축 구축. · DB․
및 통신시스템 등의 방면에서 기초가 약합니다 특히 중소도서관의 컴퓨터 시설.
이 빈약하고 네트워크 사용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구축의 표준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B .
이미 자동화를 시도하는 대형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커다란 질적 차이로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표준화를 실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위한 추진방안.Ⅲ

관념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1. .

전국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함에 있어

서 물론 불합리한 체제개선 이외에도 도서관인 특히 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관리

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용효율을 높이고 자금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간 협조체제 하에 중복투자와 복본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문헌구,
입의 부족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문헌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간동원 정부추진의 방침 하에 보다 권위적인 조정기구를 마련하여 이2. ,
의 계획적인 주도 하에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도서관간 협력이 힘든 원인 중의 하나는 관념개선과 관리체제구조의 장애 이

외에도 보다 권위 있는 국가주관기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계획협조체제를, ․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국의 실정으로 볼 때 마땅히 하나의 조정. ,
기구가 있어 보다 통일성 있고 리더십 있는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인적재정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통제. ․
하여 고도의 문헌정보자원의 공유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을 동원하고 정부에. "
서 추진한다 는 원칙으로 국무원 산하에 행정조정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 ) .國務院

또 하나는 각 부문이 협력하여 도서정보기관과 행정주관 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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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분산을 극복하여 자주적으로 소속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 넘는 보다,
통일성을 띤 협회형태의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관에 권위를 부여하여야 합

니다.

중앙관 분관형식의 도서관을 건설함으로써 구조적인 면에서 문헌자원3. -
공동구축 및 공유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각 소속의 한계를 넘어 중앙층도서관간성급 도서관간시급 도서( ) ( )省級 市級․ ․
관간 모두 중앙관 분관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층도서관간 즉 국- . ,
가도서관 중국과학원도서관 중국사회과학원도서관 중국의학과학원도서관 중․ ․ ․ ․
국농업과학원도서관중국지질학도서관 등 각 도서관간 중앙관 분관 구조를 이-․
루어 전국도서관관리체제의 개혁에 시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 ,
가도서관을 중앙관으로 기타도서관을 분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앙관과 분관과.
의 관계는 중앙관이 분관에 대하여 도서구입업무지도직원훈련네트워크전, ․ ․ ․
송 등을 맡아 지도하여 점차 중앙관이 분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
렇게 함으로써 보다 통일성 있는 발전계획과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도서관

의 모든 업무가 통일성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자원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실정에 맞는 문헌자원의 과학적 분포 및 합리적인 분배를 실현한다4. .

미국에서 년 을 실시하여 문헌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1942 <Farmington Plan>
유의 좋은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좋은 경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체의 독특한 실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헌자원 공동구축. .
및 공유를 실현하려면 우선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지역특성을 살린 문헌분

포가 필요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포원칙에 의거하면 향후 우리 나.
라 문헌자원 공동구축의 중심은 화동 중남 화북 등 지역이( ) ( ) ( ) 3華東 中南 華北․ ․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 자원분배는 동북 서북, ( ) (東北 西․
서남 을 중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문헌수장은 크) ( ) .北 西南․

게 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매 구조마다 각기 문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8 ,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성급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의 정치경. ( )省級 ․
제문화 및 산업생산 등의 특성에 따라 문헌자원 배치도를 작성하고 이 배치,․
도에 의하여 장서개발을 함으로써 자원공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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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도서관을 건설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5. .

디지털도서관은 고도의 현대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정보자원시스템으로써 차

세대 인터넷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유형의 하나입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분산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의 디지털기술은 자원의 디지털화에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기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원공유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 국가도서관은 중국디지. "
털도서관설립 을 선두 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에서는 이미 급" , . TB
에 달하는 구축이 완성되어 국내 몇몇 주요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서비스를DB
제공함으로써 문헌디지털화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도서관 건.
설의 실험환경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도서관 기초시설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 어떠한 도서관도 독립적으로 디지털도서관 건설의 직무를 수행하.
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각 지역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보자원을.
확보한 모든 단체의 협력만이 자원공유를 가능케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문헌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하고 디지털도

서관을 발전시키려면 다음 개 분야의 작업이 요구됩니다 첫째 통일성 있는 계4 . ,
획과 지속적인 발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 도서관에서는 자관 네트워크. ,
구축작업 및 소장정보의 디지털작업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통일성 있는 표준. ,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의 합리적인 자료이용과 지적재. ,
산권의 보호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적인 관련정책이 뒷받침되어,
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초작업을 잘 해나가야 디지털도서관의 목표.
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는 발전도상의 국가로서 대규모적인 현대화 건설 중에,
있는 바 더욱 더 많은 문헌정보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실상 문헌정보자, .
원이 부족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많은 중복투자가 거듭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빠른 시일내에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오

늘날 급격히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도서관의 자원공동구축 및 공유속도가 느린 것은 역사적인 원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자원공유라는 이 방대한 사업. ,
은 이론으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자원공동구축 및 공유의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컴,
퓨터와 원거리통신수단을 핵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문헌정보의 수집처․
리보존 및 전달방식을 변화시켰으며 문헌자원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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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커다란 가능성을 전망케 해주었습니다.
도서관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에 관하여 중국 국무원 의 리( )國務院

란칭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헌정보자원은 국가의 귀한 자( ) . "李嵐淸

원이므로 첫째 마땅히 국가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이용되어야,
하며 둘째 중복투자와 같은 낭비를 없애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이 가능케 하여야 하며 셋째 현대정보화기술을 도입하여 도서관 자동화,
와 디지털도서관 설립과 이용에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각성은 전국 도서관계가 세기에 서로 협력하여 문헌정보자21
원의 공동구축 및 공유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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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한국의 문헌 및 본문정보 구축 현황과 방향

김 장 실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

목 차< >

머리말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2.
도서관정보망 구축사업 현황

가 사업배경.
나 추진체제.
다 추진내용.
전자도서관 구축사업3.
가 사업배경.
나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다 사업내용.
국가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4.
활용방안

가 국가문헌정보자원 공동 구축의.
필요성

나 문헌정보표준화 및 공동구축.
방안

다 본문정보 표준화 및. DB
공동구축 방안․문제점

맺는말5.

머리말1.

우리는 정보의 보유 및 처리능력 여하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있어서 정보사슬.
의 종합 운영능력인 국가정보력이 국력경쟁의 핵심요소가(Information Circle)

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급증하는 문헌정보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심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의 폭발적 증대 등 지금까지 책이라는 틀에.
담겨있던 정보가 그 틀을 넘어서 정보통신회선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생성소․ ․
멸되는 시대의 도래로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즉시하고 대처하는 중핵기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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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그 부여된 기능과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국력이 좌우될 만큼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세.
계 주요국가들은 국가도서관체제의 현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구현하기 시

작하였다 그 시책의 골자는 그 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의 책임과 기능을 대폭 강.
화하여 국내의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연계체제로 조직화하는 일 문헌정보의 처, ,
리기법을 표준화하는 일 정보활용능력을 고도로 제고시키는 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

서관도 관내 업무를 전산화 하는 한편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사업과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문헌 및 본문정보 구축현황과 방향" "
은 국가대표도서관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화 현황과 계획을 알아보는 데

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현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정보망 구축사업 현황2.

가 사업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은 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한 이래 문헌정보 처리기법을 표1982
준화하기 위하여 를 개발하고 국내 문헌정보에 대한 를 구축하KORMARC , DB
는 한편 그동안의 전산화 경험을 토대로 전산화 종합 발전 계획 을 수립하는, " "
등 도서관전산망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년 국가기간 대 전산. 1989 5
망 중 하나인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에 도서관망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책정되었" "
고 년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전산망을 조기 구축한다, 1990
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지방.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보망을 구축하여

문헌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이용

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에 의하여 부여된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의"
총괄 이란 법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단계사업계획 년 년 에 이어 단" 1 (1991 1997 ) 2∼

계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국내 개 주요 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1998 2010) 495∼

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망(KOLIS-NET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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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여 문헌정보 를 공동으로Library Information System - Network) DB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정보망구축계획 을 수립하「 」

여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체제.

전국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망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추진체제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아래

각 관종별로 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기관은 잠정적으로3 .
국립중앙도서관이 맡고 있고 대학도서관 운영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 ,
문도서관 운영기관은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맡고 있다 또 각 관종별로 지역센터.
공공 대학 전문 를 두어 해당지역의 정보를 통할하게 하고 그 산( : 10, : 9, : 5)
하에 단위도서관 을 두고 있다(468) .

다 추진내용.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 개발○

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는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DB
다 특히 도서관의 전산화는 문헌 정보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중요하므로 문헌정보 전산화의 기본도구인 목록

형식을 자료별로 표준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행본용 포맷은 이미 년대 초에 제KORMARC '80
정사용하여 왔으나 년부터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전거, '91․ ․ ․ ․ ․
통제소장정보용 포맷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 중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 ․ ․
서자료용 포맷은 국가표준 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외의 포맷들도 연차적으로(KS) ,
로 제정하여 모든 자료의 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KS DB

획이다.
현재 한국의 도서관에서 업무 전산화가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중 국내자료의

문헌정보 구축에 표준화된 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DB KORMARC 90.6%
정도이며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99.6%), (94%), (76.9%)
순으로 형식 적용이 일반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ORMARC .

도서관 업무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



130 도서관 년 겨울Vol.54 No.4(1999 )

하면서 표준방식에 의해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는 수서정리대출검색자료관리각종 통계 등의 업무를 토탈시스템으로․ ․ ․ ․ ․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전(KOLAS : 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산기기의 규모별로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또는 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패키지UNIX PC

를 년에 개발한 이래 차례에 걸쳐 기능을 보완수정하여 지금까(KOLAS) 1991 6 ․
지 개 도서관에 보급하였다1,866 .

서지정보 표준화 및 국가문헌종합목록 DB○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부터 서지정보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 전 장서1983 DB
인 만 책 만 건의 서지정보를 구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서지347 171 .
정보를 근간으로 전국도서관 소장자료 를 구축하고자 국가문헌종합목록DB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와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및 단위도서관DB
등 개관이 구축한 를 수집하여 국가 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143 DB DB ,
년부터 분담목록시스템을 개통하여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과 국민들이 국가'97
를 활용하고 있다 전국도서관이 구축한 국내외 소장자료 문헌정보 데이터베DB .

이스는 총 건으로 연차적으로 전체 를 각 기관에서 제공받아 국가73,514,669 , DB
화 할 예정이며 구축된 국가문헌정보종합목록 는 계속적으로 현재 서비DB , DB

스되고 있는 분담목록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도서관 및 국민에게 서비스

할 계획이다.

전산기기 지원○

도서관망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망에 연결되는 도서관마다 그 역할에 맞는 적

정규모의 전산기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도서관망의 지역센터의 경우 주전.
산기가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전산기를 자체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년 제 차로 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중 개 지역센터에1993 1 10 4
국산 주전산기 를 지원하였고 년도에 나머지 개 지역센터에도(TICOM II) , 1995 6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 지역센터에도 지역센터별로 전산기기를 도입하.
여 도서관업무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망에는 공공도서

관 개관 대학도서관 개관 전문도서관 개관 등 총 개관이 교육전산58 , 187 , 10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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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년 월부터 교육전산망을 이용하여 문헌정보 를. '97 8 DB
공동으로 구축 활용하는 분담목록시스템 을 가동하고 있으나 도서관정보환경변· " "
화에 발맞추고자 크라이언트서버방식과 환경에서 구동되도록 내년도Windows
에 분담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년부터 명실공히 한 도서관에서 자료가 입수2001
되어 입력되면 전국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담목록체제를 가동

할 예정이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3.

가 사업배경.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자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 가공 유통시킴으로써 이용자, , ,
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최근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멀티미디어에 담아

원형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에서는 년 국내 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도1995 ,
서관구축사업에 착수하여 년 국내 주요도서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96-'97 5 ( ,
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과, , , )
함께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년에는 이를 확장하는 국가전자도서, '98
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도서관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개 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전자도서관'97 , 6 "

구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전자도서관 구축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제"
시하였다.

나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이는 국가문헌종합목록 와 영상 음향자료를 포함한 주요 자료의 본문내용DB ,
을 디지털화 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현재의 국립중앙

도서관 전자도서관을 확장하여 각종 멀티미디어자료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보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형적인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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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뉴미디어시대에 부

합하는 도서관의 전자화 방안과 국가표준으로서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표준을 수립하며 각 전자도서관간의 상호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구,
조를 구축하고 전자도서관의 기술동향의 분석 및 중장기 예측을 도출하여 전자

도서관분야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및 배분을 위해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을 위한 시행계획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 사업내용.
전자도서관시범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소장자료 만종의 목록정보와 주요 학술지 종 박'96 65 (43 ),
사학위논문 종 고서 종 등 종에 대한 본문을 로 구축하여 인터넷(107 ), (50 ) 200 DB
을 통해 국내외 이용자에게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학술자료 화상정WWW "
보 서비스시스템 의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다" .
이 사업은 국내 주요기관 개관과 공동으로 통합전자도서관 체제를 형성하여5
각각 구축한 목록정보와 본문을 이용자들이 단일창구에서 한 번의 접근으로 서

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자도서관 기본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도서관 통합운.
영을 위하여 검색은 표준 프로토콜 을 준용하고 본문 구축 기본DB (Z39.50) , DB
포멧은 표준 데이터 포맷인 을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적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 책 등 만면의 본문을 데이터베이스화(3,000 ) 52
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자도서관사업○

년에는 년 구축된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법원도서관 산업기'98 '97 ,
술정보원이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전자도서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본문 의 확대와 대상자료의 분야를 다양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예술DB ,
관련 연구보고서 국회도서관의 사진으로 본 국회사 등 만면의 를 구축한, 118 DB
바 있다.
앞으로 의 확대구축 외에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DB SGML
표준 출력형식인 을 적용한 편집기 및 브라우저의 기능 확DSSSL SGML SGML
장 문서를 객체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시스템과 연동 전자출판, SGML ,
시스템의 구축 저작권관리시스템 개발 등 통합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으로 전자,
도서관의 기본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향후 국내외의 모든 전자도서관과 자,
료 공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폭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
과 인터넷정보의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전자자료관의 별도 건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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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국가 문헌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활용방안4.

가 국가문헌정보자원 공동 구축의 필요성.

국가내의 각 도서관은 본래 그 기본 이용자집단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고 그들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함에 따라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각 도서관들 사이

에 중복되는 노력과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봉사이지만 어느 도서관에서도 제공

하지 않는 빈틈이 생길 수 있어 그러한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협력망을 통하여 도서관 간의 중복되는 노력이 배제되고 빈틈이 메꾸

어진다면 결국 한 국가의 전체적 도서관봉사 수준은 물론 각 도서관의 개별적

봉사수준도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학술 및 연구용 등 다양한 문헌들을 충실하게 소장하고 있는 도

서관들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이들 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자원은 국,
력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전국적으로 통합조정되지 않으면 그. ․
것들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 그 유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역할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역할을, .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

하다.

나 문헌정보표준화 및 공동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서지정보표준화를 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을 개

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공공도서관이 구축한 를 대상으로 국가문헌종DB
합목록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전국도서관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국.
가문헌종합목록 구축을 위하여 차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문헌정보를DB 1
국가 화 하고 차로 전국공공도서관지역센터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 , 2
화 하였으며 차로 전국공공도서관 단위도서관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DB , 3

국가 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 각부DB .
처 행정자료실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화 할 예정이다DB .
국가문헌종합목록 구축방식으로는 미국의 와 같이 서지에 대하여는OCLC 1 1
레코드 생성방식을 채택하고 소장자료내역을 소장정보에 기록하여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문헌종합목록 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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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도서관이 구축한 를 분담목록시스템의 일괄 프로그램을 사용하DB UPLOAD
여 문헌정보를 반입하면 오류검사를 실시하고 정상테이터를 이나MARC ISBN
서명출판사출판년을 비교하여 이미 국가 에 존재하면 해당 문헌정보는 국DB․ ․
가 로 올가가지 못하고 중복 오류로깅 사항과 함께 작업대상파일에 존재하게DB ·
된다 중복오류로깅 파일로 교열지를 출력하여 오류데이터는 수정하고. ․

하며 중복데이터는 해당 서지제어번호에 소장사항을 기록한다 소장사UPLOAD .
항에는 해당도서관 부호와 해당도서관 청구기호 소장권책수가 기록되어있다, .
문헌정보표준화를 위하여 이렇듯이 엄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전국도

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 문헌정보 구축 결과DB
를 모아 국가문헌종합목록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서지사항의 표준화라DB
는 것이 얼마나 멀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다.

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현장사서들의 자기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DB
신규 생산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전국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로 구축공유하게 하여 각종도서관의 전문사서에 의해 해당도서ON-LINE DB ․
관 자료정리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가 다듬어 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DB .
는 각종도서관 편목사서들이 국가문헌종합목록 를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DB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부터 분담목록시스템 개'95
발을 시작하여 년부터 전국도서관소장자료 를 대상으로 국가문헌종합목록'97 DB
를 구축하여 기반을 다지고 있다DB .
한편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들의 정보환경이 인터넷 및 환경으Windows
로 변화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크라이언트 서버방식을 채용한 환경의 분Window
담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간편하게 국가문헌종합목록 가 구축되고 활용될수DB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다 본문정보 표준화 및 공동구축 방안. DB ․문제점

문헌정보 디지털화의 기본방향○

전자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본문을 서비스 하는 것으로 비용과

인력 표준화 저작권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많은 장애요소가 있다 따라서 국가, , , .
문헌의 총체적 수집 보존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전부 자체 디지털·
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우리나라,
의 주요도서관 및 문헌정보 유통기관들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디지털화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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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디지털화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기관간 중복 디지털화를 최대한 방지하되 기관 고유의 특화된 분야를 우선하여

구축하며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 디지털 기대효과가 큰 자료 공개, , ,
된 어문저작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자료의 표준화문제○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각 기관간 분담을 통하여 구축

된 디지털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게 하고 앞으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시 자료,
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표준은.
문자세트에 대한 표준과 자료형식의 표준이 있다 문자세트의 표준은 기본적으.
로 을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한글 한자 및 특수문자를 위하여 공KS C 5601 , ,
업진흥청에서 새로 제정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형식의KS C 5700-1995 .
표준으로 목록데이터는 우리나라 국가규격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각 국가별 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MARC

를 수용한다 또한 본문정보구축을 위한 문자정보는 국제표준으로UNI-MARC .
제정되어 있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데이터와 흑백자료는SGML , TIFF,
컬러자료는 또한 를 사용한다 동화상데이터와 음성 음악데이터는GIF( JPEG) . ·
에서 표준으로 발표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ISO MPEG .

저작권 문제○

도서관이 국가문헌정보자원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서관은.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교육. ․ ․
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한 자원인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

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배포전달하여 저작물, ․ ․
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 되"
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

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
니며 보호기간 중에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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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활동을 촉진하고 배타적인 독점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일반국민들이 무료

로 그들의 우수한 지적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이다 만약 저작권.
자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공재로서의 지식과 정보의 가치는 저하되고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접근 기회를 앗아간다 그러므로 저작권.
은 이러한 양면성을 존중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주요 과

제가 되었다.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하여는 자료의 디지타이징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러한 자

료의 스캐닝 및 서버의 저장까지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의 면책특권

으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관내서비스만을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어 전자도서.
관의 구축목적인 국민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소장자료의 목록초록목차․ ․
는 물론 본문까지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결국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자료의 디지타이징에는 문제가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로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중에서 원자료의 보존이 필요한 주요 자료부터 디지타이

징하고 있다.

맺는말5.

정보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저장과 유통을 총

괄하는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

는 살고 있다 한 나라의 지적자산인 자료의 첫마디를 책임지고 있는 출판사와.
지적자산의 집합체인 도서관의 정보화 자료의 디지털화는 국가 정보력 향상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보환경에 맞는 자료의 디지털화는 국가.
정보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자료가 디지

털화 된 도서관 즉 전자도서관 구축은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주요사,
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등 다가올 고도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출판사와 도서관은 이것을 해결하여야 하는 숙명이 주어지고 있다 저작권.
소멸자료나 과거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는 도서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년부터 신간자료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인터넷의 사이트를 통하여 본2000 Web
문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도서관이 자료를 선별하여 별도의 노

력으로 디지타이징되는 악순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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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축된 본문정보는 국가전자도서관의 디렉토리를 통하여 통합검색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현하여 세기 새로운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21
하겠다.
또한 전자도서관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

권 문제나 문헌정보의 디지털화에 수반하는 시스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도서관들이 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장 이엔보 중국국가대표도서관 부관장 등 중국측 대표단과

우리나라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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