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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o study how public libraries play a role to the everyday life for
the users. We can see how the library effects eyerday users. 16 users at the
following libraries were surveyed regarding the role the library plays in their
everyday lives: Changwon, Municipal Changwon, Palryoung Community, and
Pangi Community.

* 이 연구는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한국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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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 호 겨울 쪽의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53 4 (1998 ), 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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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urvey results interpret how the livrary influences their everyday
lives.
If we study the life of the everyday users, we can see the books and
other library materials have on them.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two
everyday users, this paper interprets the impact of library use in their lives.

일상생활과 공공도서관.Ⅰ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나 고민거리

가 생겼을 경우 주로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가족 등 혈연 형제( ,
자매 배우자 친척 교연 성직자 및 교우 학연 학교동창 은사, , ) 48.2%, ( ) 25.5%, ( , ,
선배 지연 동네사람 고향사람 직장 동료나 상사 의 순으로) 10.5%, ( , ) 7%, ( ) 1.7%
나타나 있다.1)
주로 개인의 문제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 장애자문제 육아문제 등은 모든 사람이 함께. , ,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집합적인 관심을 가지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재를 만드는 데는 서툰 면이 있다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처리하.
기보다는 모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이런 일에 매달린 개인

은 쉽게 지쳐버린다 그러다 보니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신문을 보고 산책하고. , , ,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은 무언가 패잔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즉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미분화되어 집단이나 계층을 중심.
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이다.2)
개인적 삶의 미분화는 혈연 학연 지연 등 개인적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편리, ,
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개인은 일상의 삶에서.
일탈된 비일상을 연출하는 극화 에 몰두하고(spectacle) ,3) 남들에게 보이는 외양

과 겉치레에 치중하는 체면과 눈치의 문화에 익숙해졌다.4) 이러한 문화에 길들

1) 구리시민생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전국 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보고YMCA 21「 」『

서 쪽 정수복 한국인의 모임 한국인의 일상생활 한울, 1994, 826 ( , , , , 1996, 67-68』 「 」 『 』

쪽에서 재인용)
2)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쪽, , , 1979. 183 .『 』

3) 비일상을 연출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환갑을 맞은 부모.
에게 적금 들어온 돈을 다 털어 마련해 드린 화려한 잔칫상 앞에서 자식들은 마침내 최

상의 효를 다하는 듯한 충만감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일탈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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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우리국민의 일상의식 속에는 이용자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

서관이라는 장치가 삶의 한 조각으로 자리잡을 겨를이 없었다 학창시절 매일.
도서관에 살다시피 한 공간이용자도 학교를 졸업하면 도서관이 그들의 삶의 한

조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고 먹으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상의 조건 속에, ,
도서관이 한 조각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함은 소설 신문 영화 등 대, ,
중매체에 비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매체에서 도서.
관 업무는 쉽고 단조로우며 세상과 격리되어 책이나 읽으며 지내는 편안함이,
허용되는 공간이며 사서는 정적이며 대민봉사에 소극적이고 단조롭고 지루한, ,
세상과는 격리된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묘사되고 있다.5)
인간의 이해와 인식은 혁명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지식사회학의 관점처럼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그 동안 도서관을 이용해 온 이용자들의 직 간접 이용경험에서 나온ㆍ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 실정은 대부분 주민의 일상생.
활에 필요한 시설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계몽의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상이라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도서관이라는 한 조각을 지니고 사,
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제는 도서관의 존재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상과 기술맹.
신주의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정보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류 패러다임으

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유용성을 지닌 사회적 장치인지

를 해석해 내어야만 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주민의 삶에 어떠한 유용성을 지닌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지 초점이 맞춰 연구가 진행된다 즉 창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유용성을 지닌 장치로

작용하는 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는 특정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입.
고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의 견고한 의식세계가 도서관의 존재양식까지도, ,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4) 이영자 의식의 일상성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쪽, , , , 1996, 19-28 .「 」 『 』

5) 대중매체 속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에 대하여 최근에 다음의 글들이 발표되었

다 조찬식박민영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소설과. . :「․
영화 속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 권 제 호 여름 쪽 박미, , 54 2 (1999 ), 103-122 ,」 《 》

향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서 그리고 도서관 첫 번째 시립도서관 속의 사람들. , - . ,「 」

국회도서관 소식 쪽 송승섭 한국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기사. 18(1997), 17-20 . .《 》 「

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 문화 제 권 호 쪽 허선 우리나라, , 35 2 (1994), 15-46 . ,」 《 》 「

신문에 비친 도서관상 도서관문화 제 권 호 쪽, , 38 1 (1997), 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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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식세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물에 대해 말하고,
사고하고 그 내용까지도 결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구성.
되어진 담론체계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고 먹으며 생활하는 일상의 견고한 성, ,
이 구축된다 일상이 견고해지는 이유는 일상의 생활이 주기적 시간구조에 바탕.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 자리로 회귀해 오는 것이.
며 진부한 것이 되며 특별한 이변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소하고 하,
찮은 영역으로 간주되기 쉽다.6)
도서관이라는 한 조각이 일상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7) 으로 인해 도서관이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일상으로 이용하.
는 이용자들은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유용,
성을 주는지 일상 생활 에 대한 공시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everyday life) .
일상생활 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everyday life) 5
지고 있다.8) 첫째로 일상에 대한 접근을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으로 일상의 전체적 의미를 논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9) 일상
생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첫번째 방법으로 연구물을 생산하였

다.
둘째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접근하24
는 방법이다.10) 이 방법은 일상의 여가문제와 일상의 삶의 모습을 다루는 경우

6)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쪽, , , , 1994. 26「 」『 』

7)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적 사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 행정자. ,①
치부 문화관광부 등 부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는 도서관 정책이 심하게 혼란상을 나타, 3
내고 있다 행정부서가 필요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부서와 사서들간의 불화가. ②
발생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사항이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공공도서관의 재정이 매우 영세하다 관장직은 주로 정년이 임박한 원로 행정공무.③ ④

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연구자 주 년 이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한 사서직 관장.( :1997
임용규정에 따라 년 월 말 현재 공공도서관 개관의 에 해당되는 개관이1998 12 370 54% 200
사서직 관장으로 임명되어 있다 현장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열.) ⑤
악하다 소장자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극히 열악하다 김정근장덕현 우리나라. .( .⑥ 「․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집, , 27 (1994), 26-49」《 》
쪽)

8) 박재환 앞의 책 쪽, , 27-30
9)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정근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 「․
단계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에 대한 질적분:
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집 쪽 최재현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 , 27 (1994), 3-73 . ,」 《 》 「

자의 의식세계 서독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의 예 한국사회학: , ,」 《 》

제 집 쪽 등이 있다19 (1985), 111-129 . .
10)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진양교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일과 시장 그, : ,『

리고 유곽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김문겸 한국인의 여가문화, , 1998. , :』 「

노동과 여가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등이, ( ), 1991. 8.」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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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사용된다.
셋째는 일상생활의 각종 의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고 넷째는 일상을 단순,
히 미시적 수준에서만 한정해서 다루지 않고 사회전체의 일상적 구조까지 확대

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다섯째는 일상의 두드러진 특정한 성격을 인간 존.
재의 내면적 반성과 결부해서 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는 위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창원에 터전을 잡고 살면서.
도서관을 일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과를 조사하여 이들이 도서관을 중심으

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그리려고 한다 한 개인의 일과가 쌓이면 견고한 일상.
생활이 되며 이것은 개인의 생애사가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공공도서관을 이용, .
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분석해 보면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ㆍ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질적연구는 나름대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한계로는 삶의 이야기의 주체가 갖는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삶의 이야기는 구술하거나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
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된 응답자의 대표.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수의 응답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질적연구는 자료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양적접근에 비해 대

상자 수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 하나는 수집된 연성자료 의 편집과 정리 평가에 있어서도 연구자(soft data) ,
의 주관 또는 임의성이 게재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질적연구는 이

러한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채록되거나 기술된 이야기는 엄밀한 문자화 과

정을 거치면서 구술되거나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

의로 첨삭할 위험성이 적으며 생활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대해서는,
양화적인 방법보다 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일과를 조사하

였다 창원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12) 들의 일

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과조사양식을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년 월1999 8 10 11∼

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주로 문항에 따른 응답자의 호.
응도를 조사하고 본 조사에서 사용할 양식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이 목적

이었다 또 질문하는 항목들이 응답자의 일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일과의. ,
11) 최재현 앞의 글 쪽, , 115-116 .
12)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미는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개념보다는

살아가는 과정에 도서관 이용이 습관화된 이용자인 이용패턴에서 주기성을 가진 이용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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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내용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명확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또한 조사자와 도움을 줄 사서들에게 조사방법에 대한 예비.
지식을 익히는 과정으로도 활용하였다.
예비조사 후 본 조사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에 걸쳐서 진행1999 8 12 31 20
되었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창원에 세워진 개의 공공도서관을 우선 선정하고. 2 ,
창원에 세워진 개의 마을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21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반지마을도서관과 아파트지구와 단독주택이 혼합된 지역

에 위치한 팔룡마을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개의 도서관에서 일상적 이용. 4
자를 열람업무 담당 사서로부터 추천 받아 이들의 일과를 조사하였다.13)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주관적 서술.
의 단계 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도서관을 이용한 날을 중(subjective description)
심으로 평범한 하루생활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구조적 서술의,
단계 로 응답자가 앞에서 기술한 일과를 발생한 시간대별(structured description)
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셋째는 집중적 서술의 단계. (intensive

로 두 번째 단계에서 보고된 시간대별로 일과기록 내용에 대해 응답description)
자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서 조사자가 보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된 일과는 양적인 자료보다 훨씬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민속지 방법에 의한 자료보다는 지나치게

간명한 단점이 있다 즉 양적인 자료와 민속지 방법에 의한 자료의 틈새를 채운.
다는 장점이 있는 이면에 그 둘 다도 아닌 어중간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14) 일과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 이용경험과 관련된 개인의

생애사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이용자의 생애사에 대한 기술은 창원에 년 이상 거주하면서 도서관10
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생애사를 기술하였다2 .15) 생애사의
13) 일과의 한 영역에 도서관 이용이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용자를 찾는다는 것은 현
재 우리의 상황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체 이용자 중에서.
샘플을 뽑아 용이 주도하게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가용한 대항자 중

에서 열람업무 담당 사서가 추천한 이용자의 일과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연구자가.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연구자는 중년 남성인 관계로 도서관으로부터 추천된 대부분의

중년 주부 여성들은 조사에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신의 사생활을 부담 없이 이.
야기 할 수 있는 여학생 명을 조사자로 선발하여 예비조사 둘째날에 하루동안 이들에게5
조사방법을 교육하여 조사에 임하게 하였다 그래도 도서관에서 추천된 이용자 중 여러.
명이 조사를 하기 전 거절하였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협조를 거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한사람당 일과 조사는 시간에서 시간. 1 1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의 일과를 조사하였다 일과조사 양식은 부록 에 첨부30 , 16 . 4「 」

되어 있다.
14) 진양교 앞의 책 쪽,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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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달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처음은 인1999 7 5 9 4 2 . 2
의 도서관 이용경험을 구술을 통해 녹취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도서,
관 이용과 관련된 생애사를 스스로 기술하게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술한 내용과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이 스스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

로 연구자가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인터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준 의미를 해

석하고 있다.

사례 도서관의 개관.Ⅱ
창원도서관1.

창원도서관은 년 월 일 경상남도 교육청에 의해 교육단지 내에 개관1983 11 16
하게 된다 개관할 당시 창원도서관은 대지 평에 연건평 평의 층 현. 1,477 517.9 2
대식 철근콘크리트로 석의 열람석과 단행본 여권 잡지 종 신문 종606 8,000 , 63 , 13
을 비치하였다.16) 개관 년 후인 년 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로 지3 1986 8
은 층 건물 동 평을 관리이전 받아 현재는 대지 평 연4 1 , 1,159.4 3,690.3 (12,178 ),㎡
건평 평 좌석수 석을 보유하고 있다1,634.9 (5,395.29 ), 1,391 .㎡ 17)
창원도서관의 초대 관장은 행정사무관인 조창석이 년 월에 취임하였으1983 5
며 대 관장으로 행정서기관인 신덕기가 년 대 관장으로 행정서기관인 조, 2 1985 , 3
용수가 년 대 관장은 초대 관장으로 있었던 조창석이 년 다시 취임하1990 , 4 1991
게 된다 대 관장은 대 관장으로 있었던 조용수가 년 다시 취임하였으며. 5 3 1994 ,
대 관장은 년 행정서기관인 김봉조가 취임하게 된다 대 관장으로 년6 1996 . 7 1997
사서서기관인 박애경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서직 관장이 취.
15) 생애사를 조사할 명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전 단계인 공공도서관 성2 . 「

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에 대한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에 관한 면담을 한」

인 중에서 창원도서관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면담한 인과 창원시립도서관 이용경험과12 1
관련하여 면담한 인을 선정하여 이들 인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생애사를 조1 , 2
사하였다 월 일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 과 월 일 창원도서관 이용자 에 처음 만나. 7 5 ( ) 7 12 ( )
도서관 이용경험에 관한 면담을 할 때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두 달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연구의 방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생애가 조.
사대상으로 마을 도서관 이용자를 제외한 이유는 조사대상 마을 도서관이 세워진지 년3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한 개인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생애사를 기술할 만한 환

경이 조성되지 않아서이다.
16) 개월의 도서관 준공 서울신문39 , .1983. 11. 17.役事 昌原「 」《 》

17) 쪽, 1999 , 8 .昌原圖書館 年度 業務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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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기 전 창원도서관을 거쳐간 명의 행정직 관장의 공통된 특징은 한결같이4
창원도서관에서 정년을 맞았다는 점이다 명의 관장 중에 스스로 도서관에 자. 4
원하여 부임해 마지막 퇴임 시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한 분도 있었다고 함께 근

무한 직원들과 이용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을 조용

히 보내는 곳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도서관이 위치한 교육단지에는 동서 정도의 왕복 차선 도로가 놓여2km 2
있다 이 도로의 가로수는 벚꽃나무로 되어있어 봄철 벚꽃 관광시절에는 진해의. ,
벚꽃 길에 버금갈 정도로 관광객이 모여드는 도로이다 이 도로의 중간지점에.
창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창원도서관이 위치하는 서쪽으로 내동초등학교, ,
경원중학교 창원경일고등학교 창원여자고등학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 , ,
극동방송국 순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창원기, ,

교육단지 내에 도서관 앞길의 가로수 길이 너무 아름답고 도서관 안에 장미길이,
아름다워 도서관에 오면 항상 소녀기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은.
주변이 아름답고 조용하고 복잡한 도심보다는 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창원도서관이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창원도서관은 주변환경이.
무게가 있어 보였고 색깔이 나에게 카키색으로 다가왔었고 계절적으로는 항상 월과, , 5
월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6 .18)

능대학 한백직업훈련원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즉 창원도서관은 교육단지 내, .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택지와는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위치상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중에는 창원도서관 주변의 아름.
다운 도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한적한 분위기가 좋아 찾는다는 사람도 있다.
창원도서관의 조직은 사서직 관장 아래 사서과와 서무과 개과 체제로 되어2
있고 정원은 명이다 금년 월 일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사서과 열람과 서, 32 . 1 1 , ,
무과 개과 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서직이 맡고3 42
있는 사서과와 열람과가 사서과로 통합되었으며 사서직 명 행정직 명 기능, 3 , 1 ,
직 명이 감축되어 현재는 사서직 명 행정직 명 기능직 명으로 조정되어6 14 , 2 , 16
있다 관장은 사서서기관이 사서과장은 사서사무관이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이. , ,
맡고 있다.

년 월 일 현재 창원도서관의 자료현황은 책으로 동양서1998 12 31 142,263
책 서양서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문학류가 책으로 전141,862 , 401 . 62,814

체 장서의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사회과학류가 책44.2% , 22,929
기술과학 책 의 순으로 소장하고 있다 비도서자료는 슬라(16.1%), 10,879 (7.6%) .

18) 안 초등학교 교사 세 와 인터뷰 창원도서관장실OO( . 47 ) . 1999. 7. 2. 17:0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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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음반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팩트 디스크 타이틀 등, , , , , CD-ROM
이 개 잡지가 종 신문이 종으로 총 개를 소장하고 있다 이를3,980 , 390 , 34 4,406 .
연도별로 장서 현황과 이용자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 .

표 창원도서관 장서 및 이용자 현황< 1> 19)

연도 장서현황 책( ) 증가도서 책( ) 이용자수 명( ) 이용책수 책( )
1984 22,000 13,875 156,000 60,000
1986 42,175 6,612 188,155 128,644
1988 56,962 6,849 233,190 233,995
1990 71,505 7,644 162,681 152,451
1992 82,938 8,564 168,890 237,377
1994 101,592 7,753 61,788 114,077

1996 123,039 8,635 161,265
아동 학생 일반( 18,425 67,153

75,687)
180,247

열람 대출( 71,719 108,528)

1998 142,263 8,256 318,206
아동 학생( 32,583 121,108

일반164,515)
382,253

열람 대출( 171,354 211,899)

자료 창원도서관 업무일지 을 기초로 작성( : , 1983 1998 )「 」 ∼

년 창원도서관의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억 백 십 만 천원이다 이1998 10 2 4 4 7 .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천 십 만 천원으로 도서관 전체 예산 중에서 정도의9 3 8 2 9%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자 봉사는 열람과 대출 외에 이동도서관 문화,
학교 시청각실 순회문고 특수자료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독서교실 일 독서, , , , , , 1
교실 독서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이동도서관은 주 일 동안 창원시내 개 지역에 격주제로 운행되고 있으며5 27 ,
이용대상은 창원시내 거주하는 세 이상의 성인으로 회 권 주간씩 대출해18 1 3 2
주고 있다.
창원도서관은 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창원사회교육관으로 지정 받아 다1997
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도서관에서 개설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는 서예교실 동양화교실 수채화교실 유화교실 일본어교실 헤어컷트교실 어머, , , , , ,

19) 이용자 현황에서 년에 갑자기 통계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공간이용자 수가 통계에1994
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12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역할

니논술교실 한지공예교실 꽃꽂이교실 한문교실 영어회화교실 어린이미술교실, , , , , ,
어린이논술교실 부모교육교실 논술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 NIE .
시청각실은 평일에 음악감상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토 일요일은 매일 회씩, 1ㆍ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순회문고는 창원시내 개 기관과 단체에 순회문고 계약. 7
을 맺어 개월간 권씩 단체대출을 하고 있다3 300 .
독서관련 활동으로는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5
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독서교실을 개설하여 연간 여명의, 1 3,300
초등학생들에게 도서관견학과 독서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 독서회모임으로는.
주부들로 구성된 기존의 모임인 어머니 넝쿨 독서회와 새로이 발족된 한마음` ( ) ' `
독서회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알 독서회 금년 새로이 발족된 중학생', ` ( ) ',
중심의 글밭독서회 고등학생 중심의 한울림독서회가 있다` ', ` ' .
현재 창원도서관은 경상남도의 대표도서관으로 경남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

장 많은 직원과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산화의 진행과정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된 상태이고 대출업무는 금년 월 바코드. , 3
작업이 완료되어 대출자동화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이 별관에만 깔려 있어LAN
이용자용 터미널을 통한 검색은 별관에서만 가능한 형편이다 도서관 전체가 아.
직 이 깔려있지 않고 통신망을 통한 원거리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LAN ,
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냉 난방시설이 미비하여 여름철에는 주로 선풍기에 의존ㆍ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실별로 개별 난로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형편이다, .
또한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었고 별관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창원기계공고 기숙,
사로 지은 것을 도서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형편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창원시립도서관2.

창원시립도서관은 창원시에서 년 월 일 개관하여 주택지와 인접한 용1993 12 4
지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부지 평 에 연건평. 5,258 (17,382 )㎡

평 좌석수 여석에 지하 층 지상 층의 현대식 건물이다1,663 (5,497 ), 1,300 1 4 .㎡

창원시립도서관의 초대 관장은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행정사무관 이광수가

년 월 취임하여 도서관의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대 관장은 행정사무관인1993 11 , 2
정두룡 대 관장 행정사무관인 박한균 대 관장 행정사무관 차신희 대 관장, 3 , 4 , 5
은 행정사무관인 정종식이 년 월에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창원시1998 11 .
립도서관은 개관한 지 년이 조금 지났는데 명의 관장을 맞고 있어 평균 재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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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년 정도이고 관장을 마친 다음 근무지가 주로 동사무소의 동장으로 나1 ,
가는 것을 보면 행정직 관장으로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리기에 문제가 있어 보

인다.
창원시립도서관의 뒤편인 동쪽에는 조그마한 야산을 배경으로 용지호수가 있

고 가까이 용남초둥학교 용호초등학교 반림중학교 반송여중 반송중학교 창원, , , , , ,
중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창원시립도서관의 서 북 남쪽 방향은 모두. , ,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여 있다 창원시립도서관 주변에 공원이 있고 학. ,
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
이 좋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일단 제 자신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삶에서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책도 볼 수 있

고 사색 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있어 좋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는 다른, .
곳에 가는 것 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 도서관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20)

현재 창원시립도서관의 조직은 행정직 관장 아래 서무계 사서계 열람계의, , 3
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무계장은 행정주사 사서계장과 열람계장은 사서주. ,
사가 맡고 있다 현재 직원은 행정직 명 사서직 명 기능직 명 합계 명으. 4 , 9 , 5 , 18
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나 구조축소 현상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년 월 일 현재 창원시립도서관이 소장한 단행본은 책이다 이1998 12 31 98,539 .
중에서 문학류가 책으로 전체 장서의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32,878 33.4% ,
다음으로 사회과학류가 책 역사류가 책 의 순으로 소장19,282 (19.6%), 7,988 (8.1%)
하고 있다 비도서자료는 정기간행물이 국내잡지 종 국외잡지 종 학회지. 317 , 36 ,
종 신문 종 기타 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청각 자료는 비40 , 30 , 297 , LP,

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등 장 소장하고 있다 이, CD, LD, CD-ROM, 4,594 .
를 이용자 현황과 함께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와 같으며 창원시립도서관의< 2> ,

년 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억 천 백만원이고 이중 자료구입비1999 1 11 2 5 ,
는 억 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중 를 차지하고 있다1 3 11.5% .

20) 홍 주부 세 와 인터뷰 현대아파트OO( ,49 ) , 1999. 7. 13. 17: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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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창원시립도서관 장서 및 이용자 현황< 2>

연도 장서현황 책( ) 증가도서 책( ) 이용자수 명( ) 이용책수 책( )

1994 45,319 18,145 132,863
일반 학생( 39,893 92,970)

172,603
열람 대출( 92,958 79,645)

1995 55,718 10,399 153,020
일반 학생( 42,832 110,188)

218,791
열람 대출( 80,638 138,153)

1996 68,463 12,745 206,202
일반 학생( 64,181 142,021)

272,498
열람 대출( 106,726 165,772)

1997 89,463 21,000 241,316
일반 학생( 75,9723 165,344)

318,131
열람 대출( 144,048 174,083)

1998 98,539 9,076 344,758
일반 학생( 113,596 231,162)

485,957
열람 대출( 228,322 257675

자료 창원시립도서관 업무일지 을 기초로 작성( : , , 1993-1998 )「 」

창원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자 봉사는 열람과 대출 외에 사이버 휴게

실 어학교실 교양강좌 음악감상 영화감상 그 외 다양한 독서관련 활동을 실, , , , ,
시하고 있다.
사이버 휴게실에는 중 고생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 활용, PC ,ㆍ

열람을 하고 있으며 어학교실에서는 주부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CD-ROM , , ,
로 영어 일본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교양강좌는 사진 비디오 노래교실 서, , , , ,
예 어린이 수채화 등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목적 홀에는 주부취미모임과, .
필요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화감상실에는 매일 오후에 명,
화를 상영하며 일요일에는 오전 오후 회씩 명화를 상영하고 있다 음악감상실, 2 .ㆍ

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ㆍ

독서관련 활동으로는 초등학생들의 모임인 한마음어린이독서회 중 고등학` ', ㆍ

생들의 모임인 미리내독서회 주부들의 모임인 까치독서회 세 이상 노인들` ', ` ', 60
의 모임인 노인독서회 금년 월에 창립된 직장인독서회 등이 결성되어 활동` ', 3 ` '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독후감 감상문공모 어린이 야외백일장과 수채화, ,
그리기 대회 중등부 고전 읽기 백일장 가훈 써주기 어린이 독서 퀴즈대회 헌, , , ,
책 모으기 센터 운영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겨울 독서교실, 5 ㆍ

등을 실시하고 있다.21)

2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는 창원시립도서관에서 계간으로 간행하는 도서관정보 창,《 》

간호 봄호 호 여름호 를 참조하였다(1994. )-22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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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도서관은 년 개관할 당시부터 문화활동의 활성화로 많은 이용자1993
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기능의 활성화는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인.
지식과 정보제공이 소홀해 지고 전시 위주의 행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창원

시립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해온 한 이용자는 말하고 있다.

도서관의 여러 가지 강좌도 좋지만 좀 더 차분하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서관 행사가 홍보 위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좀 더 책하고 친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 …
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22)

창원시립도서관은 년 개관 할 당시부터 전관을 으로 연결하여 자동1993 LAN
화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용 카드목록은 처음부터 생산하지 않고 단말기를 통,
해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적 일찍이 도서관 전산화를 실시하여 전.
관을 자동화하였지만 통신망을 통한 원거리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중앙집중식 냉 난방시설의 완비와 깨끗한 현대식 건물,ㆍ

위치가 주택지와 인접한 곳에 있어 창원도서관보다 장서수와 직원수에서 열세이

지만 표 과 표 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률은 오히려 앞서고 있< 1> < 2>
다.

팔룡마을도서관과 반지마을도서관3.

팔룡마을도서관이 개관된 곳은 창원의 원주민을 위해 년 월에 준공된1993 6 `
팔룡이주민 복지회관이다 이 복지회관은 준공 후 팔룡동사무소에서 관할하면' .
서 주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되었다.23) 창원시는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
안의 하나로 년 월부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운영권을 위탁하여 동 연구1996 1 ,
소는 이곳에 동년 월 일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5 20 .

22) 홍 주부 세 와 인터뷰 현대아파트OO( , 49 ) , 1999. 7. 13. 17:00-18:30,
23) 창원시에는 신도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해 이주민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이주민들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의 이주민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운9 ‘ ’
영되고 있다 창원시 사회진흥과 자체평가 자료에 의하면 이주민 복지회관은 마을학교. ‘ ’ ,
공부방 외에는 상시 활용되지 않으며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의 하교 후에만 이용되고, ․
있어 낮에는 텅 빈 건물로 방치되어 동네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마을회관 운영 활.( . 「
성화 계획 쪽, 199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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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마을도서관의 부지면적은 평 건물면적 평 으로321.6 (1,061 ), 132.2 (456 ) 2㎡ ㎡

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층에는 도서실과 다목적실이 있고 층에는 개의 강의. 1 , 2 2
실이 있다 층 도서실에는 명의 사서요원과 명의 사회교육담당자가 상근하고. 1 1 2
있다.
마을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마을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

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의 동장 시의원 주부 교사 아파트자치회. , , , ,
회장 상가번영회 회장 주변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마을 공공기관의 책임자, , ,ㆍ ㆍ

등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회씩 모여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주민, 1
들의 의사를 마을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계층별로 조직되어 있다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 `ㆍ

년자원봉사자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자원봉사자 주부들의 자원봉사조', ` ',
직인 향기나눔이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자와 어린이자원봉사자는 마을도서` ' . ` ' ` '
관 내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향기나눔은 마을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 ` '
의 봉사거리를 찾아 봉사하는 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의 소모임이다.
팔룡마을도서관의 주변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합된 지역으로 앞에는 남북,
으로 관통하는 왕복 차선도로가 있고 도로를 건너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이며4 , ,
뒤편은 단독주택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은 창원공단 및.
차룡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원주민 집단이주 지역으로 다세대들이 한 가구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독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고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평 전후로 창원에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 24
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고 부근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지역,
이다.24)
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와 이용자 현황은 표 와 같다< 3> .

표 팔룡마을도서관 장서와 이용현황< 3>

연 도 장서현황 책( ) 이용자수 명( ) 이용책수 책( ) 프로그램수 개( )

1996 3,799 12,169 11,436 11
1997 4,111 14,454 16,424 11
1998 5,450 46,232 37,132 37
자료 팔룡마을도서관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 : )

24) 팔룡마을 도서관에서 작성한 팔룡동 기초조사 현황 을 참고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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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회 시간당1 1 6,000
원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는 이용자들의 수~8,000 .
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 요구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도 보인다.

년 한해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좌1998 .
는 나이별 그림반 색종이반 꼬마무용 찰흙 동화나라 등이고 초등학생을 대상, , , , ,
으로 한 강좌는 학년별 글짓기반 크레파스 수채화반 바둑 무용 영어 색종이, , , , , , ,
서예 논술교실 등이고 초 중등 학생을 위한 강좌는 영 수 학습지도 성인을, , ,ㆍ ㆍ

위한 강좌는 차밍디스코 볼륨댄스 스텐실 문예창작 서양화 손뜨게질 영어회, , , , , ,
화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이 있고 직장인을 위한 종이접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 , ,
다 지난 년 동안 개 강좌에 명이 수강하였다. 1 37 3,196 .
반지마을도서관이 개관된 곳은 팔룡마을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창원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주민을 위한 반지이주민 복지회관이란 이름으로 년 월에` ' 1994 12
준공된 시설물이다.

년 월부터 청소년 공부방은 반지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동1995 1 ,
년 월부터 사랑나눔터에서 노인무료 급식을 복지회관 층에서 실시하였다 창2 1 .
원시는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년 월부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로 운영권1996 1
을 위탁하여 동 연구소는 년 월 반지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1996 5 ` ' .
반지마을도서관의 부지면적은 평 건물면적은 평353 (1,164.9 ), 201.35 (664.5 )㎡ ㎡

으로 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층에는 노인무료식당이 있고 층에는 도서관 공2 . 1 , 2 ,
부방 개의 강의실이 있다 이곳에는 명의 사서요원과 명의 사회교육담당자가, 2 . 1 1
상근하고 있다.
마을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있다 운.
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팔룡마을도서관과 대체로 비슷하다 또한 자원봉사.
조직이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성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 .
반지마을도서관의 주변환경은 인근에 유목초등학교 창원중앙중학교가 있으며, ,
주변환경은 단독주택지역이다 이 지역의 단독주택 지역도 팔룡동과 마찬가지로.
다세대들이 모여 세 들어 사는 입주자가 많아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간의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다.25)

25) 반지마을도서관에서 작성한 반지동 기초조사 현황 을 참고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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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마을도서관의 장서와 이용현황은 표 와 같다< 4> .

표 반지마을도서관 장서와 이용현황< 4>

연도 장서수 책( ) 이용자수 명( ) 이용책수 책( ) 프로그램수 개( )

1996 3,147 7,816 7,294 16
1997 3,927 14,478 15,889 17
1998 4,319 15,394 16,807 15
자료 반지마을도서관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 : )

이곳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민들레노인학교,
노인한글교실 퀼트 서예 노래 꽃꽂이 스텐실 종이접기 메이크업 등을 실시, , , , , , ,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캠프 청소년 기자단 수화교실 방과후 학습지, , , ,
도 등을 실시하며 어린이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방과후 열린 학교 구연동화, , ,
종이접기 독서소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팔룡마을도서관과, .
마찬가지로 유료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일상생활.Ⅲ
인간의 욕구에는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욕구가 물질적 욕구에 우선하여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인간의 정신적 욕구는 신문 잡지 책 등 읽을거리를 통하여 충족이. , ,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학교교육이 끝나면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일.
반화되어 있다 책을 빌려서 읽는 유형보다는 사서 보는 유형에 익숙해 있고 휴. ,
식용 도서를 교양도서로 인식하는 독서경향이 있으며 또한 물질적 향락과 낭비,
적인 요소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6)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 쾌락 지향

적이고 유희 지향적이며 소비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27) 우리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지적문화가 설 땅을 잃게 하고 있으며 우리국민의 삶의 모습,
도 외양만 앞세우는 다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28)
26)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 21 (1994),圖書館學論集 第 輯「 」《 》

쪽312-313 .
27)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법문사 쪽, , , 1987, 85 .『 』

28) 박인웅 앞의 논문 쪽, , 30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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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소비적 문화이다, .
둘째 외래 문화적이다, .
셋째 산업사회의 한국문화는 힘의 문화이다, .
넷째 지역간 세대간 문화의식의 격차가 심하다, .
다섯째 한국의 대중은 문화향수 능력이 부족하다, .
우리국민의 삶의 대체적인 모습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에 대항

할 건강한 정신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을 들 수 있다.
도서관에 소장한 장서들은 사람들이 독서를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때 읽은 책은 개인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은 개인의 사고,
는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에 변화를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처한.
환경은 열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상의 시설로 다가와 있지 않다 다만 공공도서, .
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있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서관을 어떻,
게 이용하고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도서,
관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유용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담아보자. .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은 하루 일과가 자고 먹고 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
있다 사례로 선정된 창원지역 도서관 이용자들의 일과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을. .
시간의 하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잠에서 깨어나고 먹24

고 일하고 오전일과 다시 먹으며 또 일하고 오후 일과 그리고 먹고 쉬고 자는( ), ( ),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과에 도서관이 이들 생활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이 일상화된 사람으로 볼 수 있

다.
조사된 인16 29)의 일과 중 사례 에서 사례 는 창원도서관 이용자 사례 에서1 4 , 5

29) 일과가 조사된 인은 다음과 같다 사례 창원도서관 이용자 세 은 문인화 강사로16 . 1( , 43 )
활동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례 창원도서관 이용자 세 는 전. 2( , 37 )
업주부이며 사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사례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 세, 6( , 40 )
은 군인가족으로 관사에 사는 전업주부이다 사례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 세 은 임대. 7( , 40 )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부이며 사례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 세 은 아파트에 사는 전업, 8( , 43 )
주부이다 사례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는 빨간펜 영업 및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9( , 33 )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사는 주부이며 사례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은 피아노교, 10( , 40 )
습소를 운영하는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이다 사례 팔룡마을도서관 이용, . 11(
자 세 과 사례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는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 36 ) 12( , 40 )
부이다 사례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은 단독주택에 전세 사는 전업주부이고 사. 13( , 36 ) , ,
례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는 단독주택 층에 전세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14( , 37 ) 2 ,
경리를 보는 주부이다 사례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는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대. 15( , 30 ) ,
학원에 다니는 주부이고 사례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 세 은 단독주택에 전세 사는, 16( , 33 )
전업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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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은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 사례 에서 사례 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합8 , 9 12
된 지역에 위치한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 사례 에서 사례 은 단독주택 지역, 13 16
에 위치한 반지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개개인의 일과가 기술되는 형식은 직업 나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가족사항을, , ,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개인의 일과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극히 평범한,
날을 중심으로 일과를 서술하고 말미에 문화 생활과 휴일의 일과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을 분석,
하고 있다.

인의 일과는 각각 개성이 독특하지만 유사한 면도 있다 인의 사례 중 문16 . 16
인화 강사로 활동하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글쓰기 전문교사로 활동하는1,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빨간펜 영업 및 상담교사로 활동하는 팔룡마을도서3,
관 이용자인 사례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팔룡동 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10, 13,
주부이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를 제외한15 10
인의 전업주부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먹고 일하고 오전 일과 다시 먹으며 또 일( ),
하고 오후 일과 그리고 먹고 쉬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일과가 거의( ), .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일과의 반복은 직업을 가진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이러한 일과 중.
에 자녀의 교육문제 자신의 여가 활용과 전문지식 획득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 ,
간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각종 강좌에도 참여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마을도서관 이용자들 중 직장을 가진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용자는 모두 시장보기 이웃과의 교제 여가생활 등에서 직장, ,
을 가진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용자는 도보권의 공간범위 내에서

일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군인가족으로 관사에 살고 있는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현 거주지와 도시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 오전 시까지 집6 10
안 일이 끝나면 도심으로 외출해 은행이나 도서관 백화점이나 시장에 들리거나, ,
또는 친구와 만나고 있어 비도보권까지 일과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마을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일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일과 발생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
는 반면 마을도서관 이용자는 대체로 도보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창원도서관은 교육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와 떨어져 있다 사례로 선정.
된 창원도서관 이용자 인 중 교육단지와 비교적 인접한 삼미특수강 사원아파트4
에 사는 사례 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도보권에 살고 있다 주택지와 인접한 창원2 .
시립도서관 이용자 인은 창원시립도서관 부근 아파트에 사는 사례 와 사례 을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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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비도보권에 살고 있다 마을도서관 이용자 인은 모두 도보권의 공간. 8
범위 내에 살고 있다 일과가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가 도보권을 넘어서면 특별.
히 마음을 먹고 찾거나 과거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도서관이 그들 일과의

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형태에 대한 보고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장서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현상에서도30)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이 일과가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인 도보권 내에 세워져 있

어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장치가 일과에 편입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도보권내에 사는 마을도서관 이용자 인 중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8 11
을 제외하고 현재 사는 곳으로 이주하기 전 도서관 이용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

으며 인 모두 과거 도서관 이용경험은 공부방으로 이용한 경험 외에는 가지고, 7
있지 않다 이들은 마을도서관이 집 가까이 들어선 후 아이들 과제처리를 하고. ,
자신의 가벼운 읽을 거리를 찾고 이웃과 삶을 나누며 각종 강좌에 참여하는 공, ,
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 접근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비도보권에 살면서 공공도서관 이용이 자신의 일과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동

안의 이용경험을 통해 도서관의 유용성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
용자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사례 사례 와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1, 3, 4
례 과 사례 이 있다6 7 .
학창시절 공간이용자로 도서관을 거의 매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학교를 졸업

하면 도서관을 쉽게 찾지 않게 되는 것은 일과가 발생하는 범위인 도보권내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사람이 이용하거나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간이용자나 찾는 시설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일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창원이라는 공간에 정착하게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창원이라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일과가 조사된. 16
인 중 창원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사는 사람은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15
밖에 없다 사례 은 강릉 사례 와 은 진주 사례 는 전남 화순 사례 는. 1 , 2 3 , 4 , 5, 7, 9
마산 사례 과 은 서울 사례 은 전주 사례 은 광주 사례 은 충북 영동 사, 6 13 , 8 , 10 , 11 ,
례 는 경남 남해 사례 는 경남 창령 사례 은 경남 진동에서 태어나 결혼 후12 , 14 , 16
남편 직장을 따라 창원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전통적 삶의 공간.
보다는 생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과거 도시화 과정에.
30) 홍양희 작지만 큰 시도 작은 도서관 운동 월간 서울 쪽, , , 1996. 10. 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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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모여들어 도시문제를 야기했던 기존

도시들의 모습과는 달리 년대 제 공화국 정부의 기계공단 조성계획의 배후1970 4
도시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의 성격상 직장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사

람들이므로 극빈 층이 적은 도시이다.
사례로 조사된 이용자들의 주거유형을 보면 사례 는 자가, 1, 3, 4, 5, 9, 11, 12
소유의 아파트 사례 는 사원 아파트 사례 은 군인 관사 사례 은 임대아파트, 2 , 6 , 7 ,
사례 는 아파트 전세 사례 은 자가소유의 단독주택 사례 은 단독8, 15 , 10 , 13, 14, 16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 주거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지마을도서관이 위치한 반지동 지역은 단독주택31)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소유

한 세대주와 세 들어 사는 사람들과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대체로 반지마.
을 도서관은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상대적 저소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사례로 선정된 이용자들의 창원 거주기간도 사례 은 년 사례 는 년1 12 , 2 11 ,
사례 과 는 년 사례 와 은 년 사례 은 년 사례 과 는 년 사례 은3 4 8 , 5 16 10 , 6 2 , 8 9 1 , 10
년 사례 은 년 사례 는 년 사례 은 년 사례 는 년 사례 는 창15 , 11 11 , 12 14 , 13 1 , 14 6 , 15

원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살고 있다 주거유형과 거주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창.
원시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이므로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었고,
외지 유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주민의 거주기간도 대단히 짧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 개개인의 역량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고학력의 젊은 인.
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32)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이 우선되는 삭막한 아파트 문
화가 형성되어 자연히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삭막한 아파트 공간과 외지인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모여 사는 도시는 이웃과

의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일상.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이웃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 '
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아파트지역에 사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창원도1
서관의 어머니 독서회33) 에 참석하고 휴일에는 정기산악회에 가입하여 월 회, 2
31) 계획도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보다 경
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창원의 단독주택은 대지가 평을 최소기준으로 건축하도록. 70
규제되고 있어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세 들어 사는 다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

32) 하종근 외 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창원상공회의소, 21 , , 1995,『 』

쪽191-192 .
33) 창원도서관에는 주부를 위한 독서회로 어머니독서회와 한마음독서회가 있다 어머니‘ ’ ‘ ’ .
독서회가 한마음독서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오래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
니독서회는 매월 첫째 주와 세째주 목요일 시에 정기모임을 갖고 한마음독서회는 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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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회원들과 산행도 한다 사원아파트에 사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2
매주 수요일 오전 창원도서관의 수채화 교실에서 취미생활과 함께 교제를 나누

고 있다 아파트지역에 사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창원도서관의 한마. 3 `
음독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 달에 회 정도 정기적으로 독서모임을 가지고' 2
있으며 경남여성회관에 개설된 묵화와 창원대학 평생 교육원에 개설된 문예창,
작 과정을 수강하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후 시경에 이웃집 주부들과 등산, 4
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아파트 지역에 사는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4
는 점심식사를 이웃집 주부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호사로 근무하는 이

모의 아이를 돌보고 있어 이웃과의 교제가 일과조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파트지역에 사는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창원시립도서관의 까치5 `
독서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어 강좌 수지침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 ` ', ` ' .
군인가족으로 관사에 사는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거주지의 특성상6
개인생활에 충실한 일과를 보내고 있으며 아파트지역에 사는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소설을 쓰기 위해 습작하는 과정에 있어 이웃과 교제는 창작7 `
교실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정도가 일과조사에서 나타날 뿐이다 아파트지역에' .
사는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8
데 그림공부 모임 기독교 신자들과 성경공부 모임 독서회 모임 모니터 회, , , , TV
원 모임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강좌 수강을 하며 이웃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
아파트지역에 사는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마을도서관의 동화읽는9 `
어른모임 마을도서관에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 ,
단독주택지역에 사는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각종 강좌에 아파트지10 ,
역 거주자인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동화 읽는 어른모임 향기나11 ` ', `
눔에 가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웃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아파트지역' .
에 사는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과거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과 등교12
하고 나면 각종 계모임과 친구모임으로 소일하였으나 집 가까이 마을도서관이

생기고부터 각종 강좌를 수강하면서 마을도서관에서 소일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역에 사는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은 주부노래 교실을 수13
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에 사는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직장여, 14
성이라 특별히 이웃과의 교제는 일과조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지마을도.
서관 이용자인 사례 는 오전에 반지복지회관에 영양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15
반지마을도서관의 홈 헤어 컷을 수강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테마

기행에도 참가한 적이 있다 단독주택에 사는 반지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16
은 아직은 육아를 하고 있어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이웃집 주부들과 교제

월 둘째 주와 넷째주 토요일 시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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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는 외에는 일과조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가까이 사는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일과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골목길이나 정자나무 아래서.
정담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훈훈한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도서

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모습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은 이웃과의 교제의 공간에서 차이가 나고 있

다 마을도서관 이용자는 집과 가까워 찾는 이유도 있지만 사서들과 친밀감 서. ,
로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들과의 편안한 만남의 공간 부담 없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 공간뿐.
만 아니라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걱정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모습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공.
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는 남이 하는 강좌를 듣고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

는 소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마을도서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웃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

각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성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성장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생존과

생활의 문제가 함께 작용할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특히 지방.
화시대에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한 덩어리가 되는 지역통합력이 중

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때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시설로서 도서관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도서관은 일부 미래주의자들이 말하는 장소의 개념이 없는 기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기보다는 이웃이 있고 정담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사례로 선정된 인의 일과 중 여가시간 활용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16
이 텔레비전의 중요성이다 거의 견고하게 고정된 일과로 저녁식사 후 집안 일.
을 마치고 시 분 경부터 드라마와 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전업주부들은8 30 9 .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과 등교 후 아침에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고정된 일

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전 세대에 보급된 상태이다. .
한국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텔레비전 시청 수면 및 가사41.2%,

감상 및 관람 여행 스포츠 승부놀이 오락29.5%, 8.0%, 7.4%, 4.0%, 3.4%, 3.2%,
기타 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시간 이상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3.3% , 3
어 저녁시간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34)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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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의 메시지는 시청자의 교양의 일부가 되고 대화의 소재가 되며 더 나아가

가치의 준거로 자리잡으며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에 절, .
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이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끼는 안락 대리체험 흥분 스릴 등의 쾌락과 우, , ,
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교환하여 지배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수용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가 가벼워지.
는 현상 강대국의 지배담론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도 텔레비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영.
향을 주는 텔레비전이란 매체는 인의 일과에도 견고한 한 영역으로 나타나고16
있다.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 중 학창시절부터 체계적인 독서습관이 형16
성된 사람은 인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 창원에 살면서 그리2 3 . ,∼

고 결혼 후 자신의 지적 성숙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

을 찾고 있다.
또 하나는 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은 마을도서관이 소장한 장서량이 열악하여 자

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장량이 더 많은 공공,
도서관을 찾아 나서는 현상은 창원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와 반지마을도서관 이4
용자인 사례 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이용자들은 아직은 불만의 단계에14 .
서 행동의 단계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마을도서관이 세워지기

전부터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 소규모 마을도서관 장서로는 자신의

지적욕구를 채울 수 없어 가까이 있는 마을도서관보다는 비도보권에 위치한 공

공도서관을 계속 찾고 있다 마을도서관 이용자들 중 과거 공공도서관에서 자료.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팔룡마을도서관 이용자인 사례 을 제외하고는11
없다 대부분 이웃과 삶을 나누는 친숙한 공공 공간이 집 가까이 있어 찾은 도. ,
서관이용에 초보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마을도서관을 벗어나 차를 타고 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일과의 발

생범위 확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견고한 경험세계가 가로막고 있어 공공

도서관 이용자로 일과의 범위가 확대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마을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

을 때 마을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

이며 상대적으로 지역의 중앙관 성격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
인다.
34) 이도흠 는 신화를 제작한다 인물과 사상 쪽, TV , 1999. 10, 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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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이 자신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것은 아니다.35) 공공도서관 이용자 모두 도서관에 책이 다양하지 못하고 신

간서적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런 불만.
과는 달리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은 각종 강좌를 기존 사회단체와 대동소이한 내

용으로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도서.
관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풍부한 지.
식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제공에 있다.
소규모 개념의 마을도서관을 많이 세워 생활 속의 도서관을 갖출 필요도 있지

만 단 한사람의 지적욕구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서를 갖춘 도서관

을 세울 단계에 와 있음을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발

견할 수 있다.
현재 일과 조사된 사람들을 년 후 다시 조사해 보면 삶의 모습이 많이 변해10
있을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이용자들.
의 삶의 모습도 자신의 지적능력과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해 온 이용자를 선정해서 도서관과 더불어 살아온 모습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준 총체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사람이.
읽은 책은 읽은 책마다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까지 읽은 책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이용이 삶에 준 의미.Ⅳ
한국인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학습에 도움ㆍ ㆍ

을 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을 것이다 학창시절의 도서관은 자물.
쇠로 채워진 먼지가 뒤덮인 책을 보관하는 장소이거나 자신의 책을 가지고 공부

방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
이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켜 도서관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35)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실시한 제 회 국민독서실태조사 에서 우리나라 국민 명 중5 10 1「 」

명만이 년에 한번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들 중 가장 많은 가 읽을 만한 책이1 15.2%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밖에 집에서 멀어서 이용절차가 까다로와서 독, (14.9%), (7.5%),
서상담자가 없어서 순으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가장 시급(5.2%)
한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장서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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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마도 도서관이 자신의 삶에 유익한 장치로 작용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일 것이다 이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의 삶에 어떤 유용.
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관련된 문,
제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로 해석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타고난 유. ,
전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지식을 쌓아둔 저장고로서 그 지식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

자 개개인이 독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채득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고의,
변화는 인간이 행동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한.
이용자의 생애를 조사하면 공공도서관이 한 개인의 생애에 어떠한 장치로 작용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독자의 독서수준에 따른 독서습관도 개개인의 삶에 다르게 작용할 것이

다 조동일은 독서습관을 빠지면서 읽는 사람과 따지면서 읽는 사람. ` ' ` ' 36) 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평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에 충실히 빠져드는.
사람과 저자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반론을 제기하,
면서 독서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독서 습관에 따라 공공도서관 이.
용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체적인 독서습.
관이 따지면서 읽는 사람과 빠지면서 읽는 사람 각 인씩을 선정하여 이들의` ' ` ' 1
도서관 이용과 독서습관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자 한다.

도서관과 만나는 과정1.

씨는 현재 세 된 주부로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다 씨가 도서관과 책L 46 . L
과 만나는 학창시절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책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중학교 시.
절부터 시작된다 씨는 중학교 재학시절 도서관이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온 일은. L
없지만 당시 인텔리 계층에 속했던 아버지의 방에 배열된 책들이 그에게 도서관

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고 싶은 책,
들을 읽기 시작한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발견한다. .

36) 조동일은 그의 저서 독서학문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쪽에서 빠지, , 1994, 11-16 ‘『 』․ ․
면서 읽기와 따지면서 읽기를 말하고 있다 빠지면서 읽기란 독자가 자기를 내세우지’ ‘ ’ . ‘ ’
않고 저자가 이끄는 대로 책 속으로 들어가 책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독서방식이다 즉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따지면서 읽기는 독자가. . ‘ ’
정신을 차려 저자와 맞서면서 저자와 논란을 벌이는 독서방식이다 즉 독자가 자기 생각, .
을 개발하게 되는 것을 독서의 도달점으로 생각하는 독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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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헷세 모옴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세계문학가와 만나며 문학가의 꿈, ,
을 키우던 시기이다 대학재학시절 도서관은 과제처리나 공부하는 공간으로 주.
로 이용하고 오히려 친구의 책을 빌려 읽거나 보수동 헌 책방을 뒤져 자신의 전

공인 국어교육학에 심취한다 년 대학졸업 후 년 여 교직생활 창원에서의. 1979 2 ,
신혼생활과 육아기간 동안인 년까지 그의 일과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은1986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서.
관 이용이 끝나는 모습이 씨에게도 나타난 기간이다L .
씨는 현재 세 된 전업주부로 도서관과 만나는 학창시절의 과정은 다음과P 43 ,

같다 씨는 씨와는 달리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책에 심취할 분위기가 형성되. P L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시절 학교도서관에서 자료를 이. ㆍ ㆍ

용한 경험도 없으며 공부방으로 이용한 경험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서울에, .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후 대학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흔적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격이 차분한 씨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P
을 보내는 것이 좋아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문

학류와 문고판 형태의 가벼운 책을 읽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서습관도 년. 1981
대학졸업 후 곧이어 시작된 신혼생활 두 아이의 출산과정을 거치는 년경까, 1985
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독서습관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눠볼 수 있.
다.37)
첫째 가족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가족은 어린이들에게 첫 번째 세계가 된다, . .
어렸을 때 책을 벗삼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독서가가 될 확률이 높다 둘째는.
독자가 살아가는 주변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비엔나에 가면 음악적인 분위기.
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인 분위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런 일에, ,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자란 사람은 독서가가 될 확률이

높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영향을 받는다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독. , .
서가가 될 확률이 높다 넷째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 라디오 텔레비전. , . , ,
영화 신문 잡지 책들은 각기 상이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 ,
이다 이들은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들 매체의 활용도에 따라 독서에도. ,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책을 모아 놓은 가정의 서재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이. , , ,
가까이 있으면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도서출판업자와 정부의 방침이 독. ,
서에 영향을 미친다.

37) 독서의 생활화 오인환 옮김 구미무역 쪽Ralph C.Staiger, ( ), , 1982, 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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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도서관 관련 생애에서도 학창시절 도서관과 책과 만나는 과정은 이들이2
살아온 환경과 관련이 깊다 씨는 어릴 적 글쓰기를 가르쳐 준 어머니와 중학. L ,
교 시절 아버지의 서재 고등학교 시절 학교도서관의 영향을 받아 책과 도서관,
에 일찍부터 친숙해진다 씨는 어릴 적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은 별로. P
나타나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책과 도서관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 ㆍ ㆍ

었으며 대학을 진학한 후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책읽,
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도서관과 만나.
는 과정이 단절된다 이들이 도서관과 다시 만나는 과정은 자신의 여가와 지적.
성숙 자녀교육문제를 생각할 때 즈음 생활공간 가까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찾게,
된다.

본격적인 도서관 이용자가 된 것은 년으로 대학졸업 후 거의 십 년이 지난 때1986
부터다 년동안 교편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후 년 첫째 아이를 년 둘째 아이. 2 1980 , 1983
를 출산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분주하게 살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즈음이다 큰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
났는데 이때 만난 친구가 창원도서관의 모자독서회 창립은 년 회원이며 또 한( 1986 ) ,
동창친구가 그 회의 회장이라며 도서관에 나올 것을 권유하면서 도서관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씨의 생애사 중에서.(L )

울산에 살면서 태화구 신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보름마다 울산중부

도서관에서 운행하는 이동도서관이 왔었다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라 타향에서 무료.
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동도서관이 무척 반가웠다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인데다 타.
지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터라 과거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책을 읽던 경험을

되살려 한 달에 두 번 오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오면 한 아.
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걸어가 책을 고르는 기쁨은 타향에서 육아를 하는 젊

은 엄마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과였다 책을 보면서 아이를 재우고 그러다 같이 자고. ,
하는 생활이 몇 년 지속되었다 당시 이동도서관은 여가를 보내기 위한 좋은 동반자.
였다 씨의 생애사 중에서.(P )

인의 생애사에서 주부가 된 후 도서관과 다시 만나는 과정은 씨는 아이의2 , L
육아가 거의 끝나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인 년부터 도서관1987
이용이 다시 시작된다 창원도서관의 모자독서회에 가입하여 아이와 함께 책도.
읽고 자신의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 시점이다 모자독서회에.
가입한지 둘째 해인 년에 회장이 된 그는 독서토론회 외에 회원들이 스스로1988
재능에 따라 강사가 되어 이끄는 그림그리기 꽃꽂이 노래배우기 음악감상 등, , ,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상호 간에 삶을 나누며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나갔

으며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독서지도와 구연동화대회를 여, ,
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예발표회를 여는데 당시 헬렌 켈러 백설공주 유관순 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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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등의 연극 공연은 도서관이 책만 읽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삶을 나누는 편'
안한 공간이라는 것을 회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실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주부 문인들의 모임인 가향문학회에 가입하여 문인으로서` '
의 습작과정을 거쳐 년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1992 .
씨가 주부가 되어 도서관과 다시 만나는 과정은 년 둘째 아이를 울산에P 1985

서 출산한 이후부터이다 새로이 이사간 동네에 울산중부도서관에서 운행하는.
이동도서관을 만나게 된다 아이를 키우며 타향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 한 달에 두 번 오는 이동도서관이 그에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안식처로

작용한다 읽고 싶은 책들을 사전에 생각하고 찾기보다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
듯이 이동도서관 차량에 싣고 온 책들을 골라 읽는데 익숙했던 시기이기도 하

다 그러다 남편의 직장이동으로 년 마산으로 이사와 년 창원으로 이사. 1986 1989
를 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의 모습이 씨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씨가 살았P . P
던 마산에는 가까이 이용할 공공도서관도 없었고 이동도서관도 운행되지 않았으

며 씨 자신이 피아노 학원을 경영해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P
시기이기도 하다 씨는 년 창원으로 이사오는데 그가 사는 곳에 창원도서. P 1989
관에서 운행하는 이동도서관이 다니고 있었다 씨는 울산에서의 이용경험을 살. P
려 자연스럽게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된다 이때의 이용 패턴도 울산에서의 이용.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에 싣고 온 책을 골라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

며 그 이상 다른 형태의 지적욕구 분출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도서관에 소장한 장서는 인류의 기억을 매체에 기록한 지식자원이다 이러한.
기록은 인간이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환원된다 막흐루프에 의하면 지.
식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가 실제적 지식 즉 수단으. ,
로 쓰이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가 지적 지식 즉 인류의 지적 과정과 관련해서, ,
존재하는 지식을 말한다 셋째는 정신적 지식으로 육신의 세계를 떠난 인간의.
영혼과 생을 설교하는 저서 즉 위대한 종교서나 윤리적 도덕적인 모든 지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는 오락적 지식으로 기분풀이로 순수한 오락이나 미적 즐.
거움을 위해서 읽는 책을 말하며 다섯째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지식을 말한,
다.38) 이러한 유형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사람들은 책을 읽게 된다 그리고 책을.
읽는 목적은 대체로 지식과 정보의 획득 개인적 성취감의 향유 사회공동체에의, ,
참여 직업적 전문성의 추구를 위해서 이다, .39)
씨가 년부터 년 문단에 등단하는 과정에서의 도서관 이용은 처음은L 1986 1992

모자독서회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성취감40) 을 목적으로 한 교양과 인격 수련을

38) 제이 에이치 세라 앞의 책 쪽, , 91-95 .
39) 박영목 국어이해론 독서교육의 기저 이론 법인문화사 쪽, : , , 1996, 149-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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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작하였으나 모자독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사회 집단에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적 독서활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내 년 문단에 등단하. 1992
면서 그의 독서세계는 아동문학가로서의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

감을 볼 수 있다.
씨는 년 울산에서의 이동도서관 이용 년 창원으로 이사와 창원도서P 1985 , 1989

관에서 운행하는 이동도서관 이용은 자신의 여가를 보내기 위한 개인의 교양과

인격수련을 위한 독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씨는 년 문단에 등단한 후 지금은 권의 동화책을 저술한 동화작가로 변L 1992 6

신해 있다 과거 창원도서관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책을 읽던 모습에서 창원시.
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글쓰기 교실 논술 교실의 강사로도 참여하고` ', ` '
있다 현재의 씨의 독서의 세계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독서의 단계로 나. L
아가 공공도서관의 장서로는 만족을 못하고 있다.

요사이는 읽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많아진 작가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읽.
을 거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과거나 마찬가지이다 월간지는 우편을 통해 신간과. ,
두고두고 봐야 할 책은 서점에서 베스트 셀러는 도서대여점에서 이용하지만 아직도,
가끔씩은 시립도서관 대출실을 뒤져 흙 속에서 금을 캐듯 소중한 책들을 찾을 때도

있다 씨의 생애사 중에서.(L )

씨는 년 창원시립도서관이 집 가까이 세워지고부터 과거 이동도서관을P 1993
통해 도서관을 바라보던 모습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봉사를 이용하는 이용범위

확대현상이 나타난다 창원시립도서관의 주부독서회인 까치독서회. ` '41) 에 가입하
여 정기적으로 독서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창원시립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인,
수지침 부항요법 중국어 교실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학년과 중학, , . 1
교 학년에 다니는 자녀들의 수행평가 관련자료도 찾아 자녀들을 지도하는 이용2
자로 바뀌어 있다.

40) 성취감을 위한 독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하여 연민이나 희열.
등의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개인적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여,
러 가지 문제를 독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성.
취감을 위한 독서는 교양과 이념수련을 위한 독서와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41) 창원시립도서관의 까치독서회는 창원도서관의 모자독서회와 같이 회원들이 참여하여 스
스로 강사가 되어 이끄는 그림 그리기 꽂꽂이 노래 배우기 음악감상과 아이들을 위한, , ,
독서지도 구연동화대회 학예발표회와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창원도서, , .
관의 모자독서회가 활동한 년 당시 모자독서회를 통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던1987-88
신도시 창원에서의 문화적 욕구가 그 이후 창원문화원 그리고 공공도. YMCA, YWCA,
서관의 문화교실 등에서 이러한 욕구를 채울 수 있어 년에 나타난 창원시립도서관의1994
까치독서회에서는 순수한 독서토론체 형태로 나아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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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도서관과 만나는 모습에서 씨는 이미 오랜 도서관 이용경험을 통하여2 L
따지면서 읽는 독서의 단계에 들어와 현재 사는 집과 도서관과의 거리에 관계` '
없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 나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되어 있다 씨는. P
살아가는 환경과 도서관 이용행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울산과 창원에서.
이동도서관 이용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은 씨가 살아가는 생활공간 내에 이들, P
시설이 있어 꾸준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삶에 준 의미2.
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된 책읽기 습관이 여고시절 학교도서관 대학시L ,

절 부산의 헌 책방 자녀를 키우면서 창원도서관의 모자독서회를 거치면서 종이,
에 인쇄된 책이 주는 진지함 경건함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정신세계를 형,
성하고 있다 그 동안 도서관 이용경험에서 도서관과 책이란 그에게 영혼의 허.
전함이나 마음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 책을.
읽지 않으면 무언가 텅 빈 마음을 메울 방법이 없어 책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

다고 한다 그에게 책과 도서관은 마음의 양식 이 되어 매일의 삶에서 양식. ( )良識

이 되고 있다( ) .糧食

씨는 과거 이동도서관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집 가까이 창원시립도P
서관이 세워지고부터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어 있다.
현재의 독서습관이 도서관에서 구비한 자료를 골라서 읽는 단계이므로 창원시립

도서관 장서구성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아이 수행평가 관련자.
료를 찾을 때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씨는 책 속에서. P
많은 지인을 만나고 지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지혜와 삶의 올바른 방향을 배우

고 책 속에 빠지면 자신의 일상의 공간에서 일탈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
간이라고 한다.
대학재학시절부터 따지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닌 씨는 대학을 졸업한지` ' L
년이 지난 오늘날 동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씨는 과거 자신의 지적욕구 충20 . L

족을 위한 창구로 도서관을 주로 찾던 모습에서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의 지적욕

구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현재는 우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직접 필.
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도서대여점을 찾기도 한.
다 씨는 여가를 보내기 위한 독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서관 이용시 장서. P ,
구성에 큰 불만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 모.
든 지역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이므로 도서관 이용 경험,
이 초보적인 이용자로부터 지적인 욕구가 전문화된 이용자들의 요구까지 채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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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들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인의 생애사에서 도서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또 다른 차2

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씨는 자신의 삶을 동화라는 무기를 통하여 표현하고. L
있으며 씨는 까치독서회에서 발간하는 까치의 소리라는 문집에 부족하나마, P ` '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창원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에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삶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각하고.
사는 모습을 표현하여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특별,
히 재능이 뛰어난 몇몇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감상하면서 거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다.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식수준과 교양체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삶을 기록한 기록물을 이웃과 나누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

는 또 다른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씨의 동화집에서는 창원에서. L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지역사.
회의 토착지식자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토착지식자원이.
부족하여 우리보다 기록문화가 앞선 서구에 의존하여 그들의 삶을 모방하다보니

우리의 삶 자체를 부실하도록 만들었다 씨와 씨의 표현에서 자신이 삶의 주. L P
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하찮은 삶일지도.
모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개인의 삶과 그것에 대한 기록들은 주민의 지식과

교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과 국가의 정보주권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42)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의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을 볼 수 있다 공공.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와 문화강좌를 통해 갈고 닦은 이용자의 지적인 능력을 지

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의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문화강좌.
는 한사람은 얘기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참여의 모습

을 흔히 보아왔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여 과거 각종 문화강좌에서 듣기만 하던 모습에서 오늘날 주민들은 자신

이 직접 참여하여 표현하는 문화창조형으로 바뀌고 있다` ' .43) 함께 살아가는 이

웃이 필요한 자료도 찾아서 읽고 문화강좌도 들으면서 자신의 지적욕구를 충족,
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습작한 작품들을 도서관 한 모퉁이에 붙여 놓고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인의 생애사에서 참여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모습도 보인다 씨는 모자독2 . L

42) 지역사회가 중앙과 선진국에 종속 당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박인웅양재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
정보주권 확립방안 겨울호 쪽, 29 (1998 ), 105-140 .圖書館學論集 第 輯」《 》

4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화 방안 연구 면읍동사무소를. :『 ․ ․
중심으로 쪽, 1998, i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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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구연동화대회 학예발표회에도 참여하고 회원들이, ,
강사가 되어 스스로 이끄는 그림그리기 꽃꽂이 노래배우기 음악감상 매월 정, , , ,
기적으로 실시한 독서토론회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채워 나갔

으며 그 결과 지금은 아동문학가로 창원시립도서관의 어린이 글쓰기 교실, , ` ', `
논술 교실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씨는 씨만큼 문화창조형으로 나아가지 않' . P L
았지만 이동도서관 이용경험에서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로 까치독서회 사회교, , ,
육프로그램인 수지침 교실 부항요법 중국어 강좌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도서관, ,
이용에 재미를 터득해 가고 있으며 현재는 독서회 활동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의 삶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독서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2

라 생각된다 박인웅은 그의 논문에서 독서는 도덕성 창의성 사고력을 신장시. , ,
켜준다고 말하고 있다.44) 독서가 도덕성을 신장시켜 준다는 말은 책 속의 모델

로 보이는 행동을 모방하고 도덕적 규범에 대한 태도 도덕적 문제해결 과정까, ,
지도 모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씨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P
있다.

책 속의 많은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승화된 정신세계를 흉내내다보면 사람이 사람

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책 속의 많은 지인들의 기운이 나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삶의 의문을 책 속에서 찾고 있다 책은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삶의 스승이. ,
라고 믿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이런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인생의 살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씨. .(P
의 생애사 중에서)

또한 독서는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신장시켜준다 독서하는 습.
관이 따지면서 읽는 유형인 씨에게서 도서관과 독서를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 L
신장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지금 씨는 권의 동화를 저술한 지역사회의 중L 6
견동화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결론.Ⅴ
지금까지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이용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의 일과는 먹고 일하고 자는 일상의 하찮은 것. , ,
으로 구성된 반복의 연속이다 이러한 하찮은 일상생활 속에 공공도서관 이용이.
삶의 한 영역에 포함된 사람을 찾아내어 공공도서관 이용이 삶에 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현 단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에 실천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

44) 박인웅 앞의 논문 쪽, , 31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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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일과에 도서관 이용이 포함된 인의 일상생활이 어16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창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과가 쌓.
이면 한 사람의 생애가 된다 따라서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한 인을 선정하여. 2
이들의 도서관 관련 생애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과 독서가.
이들의 삶에 준 의미를 해석하였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누구나 말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공연시설의 설립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사회가 지식산업사회로 나아가는데 동의한다면 삶의 질 향상의 문제는 한

사회의 교양체계 지식수준 정보제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서 찾아야, ,
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평할까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살았던 시대로 기술할까 우리의 정신사.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시대에 간행된 보도물.
을 뒤지면서 부패한 집단이 먹이사슬에 의해 살아온 시대로 사람은 없고 돈만,
보이는 세기말의 현상이 나타난 시대로 평할지도 모른다 도정일은 세기말의. 20
한국문화는 후세 사람들이 천민 문화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평할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세기말 한국인을 지배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태도 책략20 , ,

기술을 가치체계에 꼭대기에 두는 병리적 정신상태이다 이 정신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타락 비리 기만 사기 비굴 폭력 타산 파. , , , , , , ,
렴치 이것들은 잘 사는데 기여하는 한 결코 부도덕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백년- .
전 한국인에게 사회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고 썩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고 여겨진 사회이다 이것이 당시 한국인의 세계관이자 정신상태이고 그것의.
특징은 천민성이다 세기말의 한국문화는 천민문화이다` ' . 20 .45)

우리사회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 사회의 교양체

계 지식체계를 신장시키는 사회적 장치인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서 우리의 천, `
민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을 담보로 과거의 선인' .
들의 정신세계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며 개인의 삶을 완성시켜 주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선인들의 지혜를 발견해 가는 사람들이 많.
을수록 천민문화에 물들어 가는 우리사회를 건져줄 기둥의 역할을 공공도서관` '
은 할 수 있을 것이다.
45) 도정일 세기말 한국의 문화 동아일보, 20 ‘ ’ 1999. 5. 8.賤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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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관의 년 여름독서교실을 중심으로- 1999 -

유소영* 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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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평생교육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각계 각층의 이용자,
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자료센터로서의 역할 독서의 기풍을 진작,
시키고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1)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진흥책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서교육은 독서자료를 매체로 개.
인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응을 잘하게 하기 위한 인격형성을 계획적으로

도와주는 교육적인 활동이다.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칼빈대학교 도서관 사서**

1) 전재봉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과 그 실태 논문집 대구대 제 집, “ ”, ( ), 4 (198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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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서교육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독서하는 방법과 올바른 독서습관의 형

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독서를 통.
해서 자립하는 학습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될 뿐만 아니라 독서는 바람,
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꿈을 길러주고 지식을 얻게 되며 지구력을 길러 주기, , ,
때문이다.2)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본고는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독서교실 의 효율적『 』

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여름 독서교실 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99『 』

고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독서

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독서교육 프로그.
램 운영에 반영하여 어린이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도서관은 이용을 증대

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II.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독서생활

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계속적인 독서생활을 위해.
서 계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함이다.
봄 가을의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 및 도서관 관계 기념일 문화 축제일, ,ㆍ

세시풍속 등의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 그 내용에 부합되는 독서자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독서운동들3)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현재 공공도서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름 겨, ㆍ

울 독서 교실 일 독서교실 어린이 이야기 교실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독서, 1 , , ,
감상문 발표 대회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 독서발표회 독서캠프 독서회 등의 독, , , ,
서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도서관 주

간 및 독서의 달 행사 그리고 독서회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2) 배한원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 ,
대학교 대학원, 1993, P.6

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 1994),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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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실 운영 현황1.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서교실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스스로 즐겨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려는 것,
이 목적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되고 있다.

년 월 이후 년까지 제 회를 거듭한 독서교실은 제 회 까지1971 1 1999 59 6 (1973. 1)
는 국립중앙도서관 단독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개의 초등학교가 참여하였다, 31 .
이 때는 매회 평균 명의 어린이가 등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명의 어린이160 , 150
가 수료하였고 이들 전체 수료 학생이 일 간에 읽은 인 평균 독서량은 권, 13 1 17
이었다.
한편 제 회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실시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반응이 좋, 7
아 독서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점점 많아졌다 여기에서. 1999
년도 제 회 여름 독서교실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59 294
개관이 참여했으며 참가 인원은 명이고 독서량은 책이다 독서교, 17,813 , 128,833 .
실 운영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록 의 표와 같다< 1> .

독서교실 운영 방법2.

각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 운영지침에 의해 자

체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운영되기도 하며 그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고된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년도 전국 독서교실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1999
요약된다.

독서교실에 사용할 도서는 학년별 어린이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도‘99①

서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읽은 책의 독서록을 작성하고 독후감상문을 편 이상 제출하도록 한다2 .②

독서지도 담당은 당해 도서관 사서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반 교사나 특,③

수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하고

지도 내용에는 올바른 도서관 이용법 독서자료 선택법 독서력 개발 독서, , ,④

감상문 작성 및 감상화 그리기 이야기 및 발표력 훈련 기타 향토문화교육, ,
및 레크레이션 특별활동이 추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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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관의 여름독서교실 운영III.

국립중앙도서관의 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지침에 의거하여1999
어린이 도서관은 년도 여름 독서교실을 열었는데 그 세부 운영 사항을 살펴‘99
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교실의 참가대상을 초등학교 학년 어린이에 한정하고 명을 모집하4 67①

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실시하였다1999 7 19 7 24 6 .
참가인원 명을 반으로 나누어 각 명의 어린이가 명의 지도67 6 11 12 2 3② ∼ ∼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독서지도는 본 도서관 사서 및 가정독.
서지도교실 중급반 수료자 명과 외부 강사가 담당하였다14 .
독서교실에서 사용하는 도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엮은③ ‘ 학년별 어린99
이권장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기타 필요한 교재는 어린이도서관에

서 제작하였다.

독서교실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편성되어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12
다 표 독서록을 매일 아침 수업 시작 때에 나누어주고 귀가할 때 회수하여< 1>.
각 반 담임 사서가 검토하여 개별지도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독서교실 수료

후에도 계속 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어린이 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교육 과목< 1>

교 육 과 목

표현력 교실

도서관 이용법 도서관 도덕 독서위생, ,
도서관 자료검색 실습

인형극 만들기 및 발표( )
독후감 작성법

동시쓰기 원고지 쓰는 방법,
종이 접기

동화구연을 통한 발표력 키우기

생활문 쓰기 논술문 쓰기,
책이야기 좋은 책 고르는 방법( )
레크레이션

독서활동

기타 입교식 모둠나누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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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IV.
조사방법은 어린이 도서관의 년도 여름 독서교실의 수료식을 마친 직후1999
참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답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이다100% .
설문지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어린이 도서관 측에서 준비하였다 개의17 . 17
각 문항은 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 번 많이 읽는 책의 종류 번 독서량( , ), ( ),① ② ③

번 도서선택방법 번 부모님에 관한 사항 번 과 독서교실에 관한 문( ), ( ), ( , )④ ⑤ ⑥ ⑦

항 번 및 기타 번 문항으로 되어 있어 주로 독서교실의 성과를 가름할( ) ( )⑨∼ ⑧⑰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부록 설문 문항 에서 까지는 참가 어린이의 독서( 2). ① ⑧

행태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이고 에서 까지는 년 여름 독서교‘99⑨ ⑰
실에 관한 질문이다 수거된 설문은 설문에 답한 수의 백분비를 산출하여 집계.
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V.
조사결과의 분석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나는 독서행태에 관.
한 일반적인 설문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실시한 년도 여1999
름독서교실에 관한 설문분석이다.

독서행태에 관한 설문분석1.

도서관 이용 현황①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소 어린이 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일마다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2> 2
어린이는 이며 주일마다 이용하는 어린이는 그리고 매일 이용하는33% , 1 15%,
어린이가 로 나타나고 있어 독서교실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린이가 비교적 평3%
소에 어린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 중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
년에 번 이내로 이용하는 어린이가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1 5 39% . , 39%
이들 어린이가 평소에 도서관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 이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번 독서교실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법. ,
도서관 도덕 독서위생 자료검색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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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을 평소 자주. ,
이용하는 의 어린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50%
는 어린이의 정보이용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

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ㆍ

표 도서관 이용 현황< 2>

설문 평소에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1 ? 인원 백분율 %

이번에 처음이다① 8 12
년에 번 이내1 5② 18 27
주일마다1③ 10 15
주일마다2④ 22 33
매일⑤ 2 2
무응답⑥ 7 11

소 계 67 100

독서에 대한 흥미도②

월 평균 독서a.
월 평균 독서량은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권 이상이 로 나타< 3> 5 71%
나고 있어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 대다수가 독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월 평균 독서량< 3>

설문 월 평균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까4 ? 인원 백분율 %

한 권도 못 읽는다① 0 0
권1 2② ∼ 5 7
권3 4③ ∼ 7 11

권 이상5④ 48 71
무응답⑤ 7 11

소 계 67 100

평소 즐겨 읽는 책의 종류b.
독서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소에 주로< 4>



44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동화 및 소설을 많이 읽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소 과학 관련 책은 위. , 18%,
인전은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즐겨 읽는 책의 종류가 이러한 분4% .
포를 보인 이유는 자료의 다양성과 좋은 자료의 분포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로 재미있고 유익한 위인전보다는 동화나 소설이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어

린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자료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평소 즐겨 읽는 책의 종류< 4>

설문 평소에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습니까3 ? 인원 백분율 %

동화 소설,① 45 43
과학② 19 18
위인전③ 5 4
기타④ 36 35

소 계 105 100
응답 인원의 수는 복수 응답에 의해 설문대상 인원수와 차이가 생긴 것임※

여기에서 의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설문조사 항목의 결과를 종합해 볼-a②

때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나 동화나 소, ,
설류의 문학 작품에 치중하여 독서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교. ,
실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년 어린이들로 이 시기에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4
이 날로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다양하고 폭 넓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 자료 생산을 담당하는 작가나 출ㆍ

판사들이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독서교실 참여 어린이의 도서 선정 및 평소 독서 어려움時③

독서교실 참여 어린이의 도서 선정a.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도서 선택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독서교

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평소 책을 어떻게 선택하여 읽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 어린이가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읽고 있으며5> 54% ,

부모님과 상의하여 도서를 선택하는 어린이는 로 나타나고 있다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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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린이의 도서 선정< 5>

설문 책을 주로 어떻게 선택하여 읽습니까5 ? 인원 백분율 %

내가 직접 선택한다① 36 54
부모님이 선택하여 주신다② 3 4
나와 부모님이 함께 상의해서 선택한다③ 21 32
기타④ 2 2
무응답⑤ 5 8

소 계 67 100

여기에서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읽을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을 주목해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 등을 통해 올바른 도서 선택 방법

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필독도,
서 선정에 의한 계획적인 독서지도가 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막연하게 책을 읽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직접 도서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권하는 부모님이,
이므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올바른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실 등24% ,

을 개최하여 올바른 도서선택이란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

독서 어려움b. 時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서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평소에 독서를< 6>
함에 있어 의 어린이가 주의 집중하여 읽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62%
있다 또 책에 씌어진 낱말의 뜻이 어렵다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워. ,
하는 어린이가 였다29% .

표 독서 어려움< 6> 時

설문 평소 독서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것은8 ? 인원 백분율 %

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렵다.① 5 7
책에 씌어진 낱말들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② 15 22
책을 읽을 때 주의집중하기가 어렵다③ 42 62
기타④ 6 9

소 계 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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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린이들은 영상물의 영향으로 시력이 좋지 않다 어린이 도서의 활자.
를 크게 할 필요가 있으며 모르는 낱말을 즉시 찾아 볼 수 있도록 학교 교실이

나 도서관에는 곳곳에 국어사전을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선택한 책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하려면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개 정도일 때 알맞다는 것을 감안하도록 해야 한다 한2-3 .
페이지에 단어 이상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어린이는 그 책을 읽을 흥미를5
잃게 된다 이 점을 도서 선택을 지도 할 때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
또 주의 집중이 어렵다는 응답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 .
러나 대체로는 독서 공간의 어수선함에 있지 않은가 초등학교의 교실의 한 구?
석을 가리개를 사용하여 독서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겠다.

부모님의 독서 태도④

부모님의 독서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 7>
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책을 가까이 하고 매일 독서를 하는,
경우가 로 나타나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의 부모님들은 독서가 생활화되53%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모님의 독서 태도< 7>

설문 부모님의 독서는 어떠하십니까6 ? 인원 백분율 %

독서를 거의 하시지 않는다① 0 0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신다② 21 32
가끔 독서를 하신다③ 4 4
책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독서를 하신다④ 35 53
무응답⑤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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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라는 항목의 분석결, ?「 」

과를 보면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독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상< 8>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는 최초의 장소로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가정에서부터 독서흥미를 갖게 된 어린이는 독서하는 어린이가 된다는 말을 실

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독서 태도가 어린이에. ,
게 끼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모

독서회 같은 프로그램을 조직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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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나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8>

설문 나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7 ? 인원 백분율(%)

독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① 6 8
학교공부와 관계되는 독서를 권하신다② 12 16
독서에 관심이 많으시고 폭 넓은 독서를 권하신다③ 46 62
나와 함께 독서하면서 독서토론회를 갖는다④ 10 14

소 계 60 10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의 독서태도 환경,
등 일반적인 독서형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어린이.
들이고 스스로 읽을 책을 고른다 또한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적으로 독, .
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서 풍토를 조성하는 분들이라고 판단된다 년도. 1999
여름 독서교실에 관한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서교실에 관한 설문 분석2

독서교실 학습 내용 중 도움이 된 내용①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가장 인상적인 시간으로 도움이 된 학습 내용

은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크레이션 동화구연 책이야기 발표력 키우기< 9> , , , ,
독서시간 종이접기 도서관자료검색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류의 프로그램 중, , . 12
역시 놀이에 가까운 활동이 재미있고 본격적인 수업 활동은 덜 인상적으로 생각

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놀이로 여기며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고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독서교실 학습 내용 중 도움이 된 내용< 9>

설문 가장 인상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16 ?

레크레이션①

동화구연②

책이야기③

발표력 키우기④

독서시간⑤

종이접기⑥

도서관자료검색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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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력 교실②

독서교실 첫날에 있었던 나는 누구 라는 주제의 표현력 교실 에 참여한" ?" 「 」

어린이들은 표현력 교실의 장 단점으로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의견을< 10>ㆍ

들었다.
즉 표현력 교실의 장점으로는 자신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되어 좋았다는 점과,
친구를 빨리 알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고 한편 단점으로는 친구들의,
설명이 조금 지루했다 발표시간이 모자랐다고 한 어린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표현력 교실< 10>

설문 표현력 교실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어 주세요12 .

장 점ㆍ

내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어 좋았다①

친구를 빨리 알게 되었다②

단 점ㆍ

설명이 지루하다①

발표시간이 모자랐다②

독서교실의 학습 내용 구성 상 첫 날에 표현력 교실을 배정하였다 개 학교. 39
에서 참여한 명의 서로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친구들 앞에서67
차례대로 발표하므로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진행될 수업 특히 모둠별 활동에서 어색함 없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귐의 시

간이었다.
친구들의 발표가 지루하다는 생각과 발표시간이 모자랐다는 반응을 분석해보

면 어린이들 자신이 더 오래 많이 발표하고 싶은데 듣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은

지루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듣는 측에서 지루하지 않도록 발. ,
표자 훈련 즉 발표의 요령과 발표 내용 정리 및 제시 방법 등의 지도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인형극 만들기③

모둠별로 도서를 선정하여 선정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극본을

작성하고 인형을 만들어 조별로 발표하는 인형극 만들기 수업의 장 단점으「 」 ㆍ

로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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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인형극 만들기 수업은 매우 고무적이고 유익한 것으, 「 」

로 계속 발전시킬 만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동화주제가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 ,
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 ,
시나리오 쓰기에서 대화를 많이 넣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표 인형극 만들기< 11>

설문 인형극 만들기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어 주세요13 .

장 점ㆍ

팀별 협동 작업이 재미있다①

직접 시나리오 대사 인형 등을 제작하여 좋았다, ,②

단 점ㆍ

동화주제가 중복되었다①

개인 대사가 적었다②

그림 및 글쓰기가 벅찼다③

글쓰기와 발표④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글쓰기와 발표 시간에 대하여 표 에서< 12>「 」

나타난 바와 같이 장점으로는 모두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과 자신감을

키워주어서 좋았다는 점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전체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글쓰기가 벅차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간 부족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가 덜 벅차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
숙제로 해결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안해봄직하다.

표 글쓰기와 발표< 12>

설문 글쓰기와 발표 시간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어 주세요14 .

장 점ㆍ

모두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다①

자신감을 키워주어서 좋았다②

단 점ㆍ

시간이 부족하였다①

그림 및 글쓰기가 벅찼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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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문 쓰기와 발표⑤

논술문 쓰기와 발표 의 장 단점으로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표<「 」 ㆍ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13> .

표 논술문 쓰기과 발표< 13>

설문 논술문 쓰기와 발표시간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어 주세요15 .

장 점ㆍ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재미있다①

자신감이 생겼다②

다른 친구의 생각이 재미있다③

단 점ㆍ

① 주제의 중복이 많았다

② 시간이 부족하였다

주제의 중복을 해결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하여 학생들

이 선택하게 하거나 힌트가 되는 에피소드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교.
사들의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문제라고 생각된다.

독서 교실 선정 도서의 수준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교실에서 사용하는 선정도서와 권장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선정도서와 독서교실 참여 대상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분야별

로 책의 수준을 따져서 독서교실 담당 사서가 도서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다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학년별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을 참고하였다‘99 .「 」

표 독서교실 선정도서의 수준< 14>

설문 이번 독서교실에서 선정하여 준 도서가 나의 수준에1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 원 백분율 %

꼭 알맞다① 48 72
보통이다② 10 16
맞지 않는다③ 2 1
무응답④ 7 11

소 계 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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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서교실 선정도서가 꼭 알맞다고 한 어린이< 14>
는 이고 보통이다가 이며 맞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로 적은 비중을72% , 16% , 1%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독서교실에서 사용한 자료가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에 길들여져 있다고.
볼 때 독서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모범적으로 독서하는 어린이들이라고 판단

된다 나 비디오는 폭력 오락과 같은 흥미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 TV ㆍ

램이 많다 이러한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보아온 많은 어린이들이 몇 시간의.
독서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또 도서.
대출에 있어서도 흥미 오락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도서는 많은 어린이들ㆍ

이 대출을 해가서 책이 너덜너덜하지만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소수의 어린이,
들이 볼뿐이고 또한 학교에서 권장 도서에 대한 독후감상문을 작성하라는 과제,
물을 내면 그제야 대출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현상이다 어린이 독서일.
반에 대한 진단이 이러하므로 도서선정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독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오락이나 흥미 위주의 자료를 피하는 도서

선정을 하려면 자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또 도서선정과 병행하여.
오락 흥미위주의 내용만을 읽으려는 어린이들의 성향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유ㆍ

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교실의 운영 효과⑦

독서교실에 참가한 보람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와 같이< 15> `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이고 보통이다가 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못' 77% , ` ' 12% , `
하였다가 로 나타났다' 0% .

표 독서교실의 운영 효과< 15>

설문 독서교실에 참가한 보람은 어떠하셨습니까11 ? 인 원 백분율 %

많은 도움이 되었다① 52 77
보통이다② 8 12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③ 0 0
무응답④ 7 11

소 계 67 100

독서교실에 참여한 의 어린이가 독서교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77% ` '
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독서교실이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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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동안 도서관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주종을 이루었던 딱딱한 독서지도

에서 벗어나 독서지도 외에 레크레이션 인형극 종이접기 등과 같은 다양한 프, ,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이거나 별로 도. , ,
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어린이가 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계속 효율적이고12%
알찬 독서교실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가 기간 동안 불편했던 점⑧

독서교실 참가 기간 동안 불편했던 점으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과

독서교실의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년의 어린이들에게 교시의 하루< 16> 4 7

수업일정은 너무 길었으며 쉬는 시간 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 10 .
교실 시간표가 시간씩 연속되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2 .
론 수업 내용 상 계속적인 수업 진행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이 없지는 않으나, ,
다수의 수업이 시간 연이어 있어서 수업의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흥미를2
줄 수 없다면 수업 시간을 짧게 고쳐야 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주일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하루 수업을 줄이거나 쉬는. ,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보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 화장실 문제와 불편한. ,
책상을 바꾸는 일은 어린이 도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귀기울여야 할 것

이다.

표 참가기간 동안 불편했던 점< 16>

설문 독서교실을 마치고 느낀 점이나 불편하였던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17

주세요

하루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①

쉬는 시간이 짧다②

화장실이 멀다③

책상이 불편하다④

어린이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안3. ‘99

지금까지 어린이 도서관의 여름 독서교실에 관한 설문 분석결과에 나타난‘99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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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독서교실 운영을 위

해 종합적 시각의 검토와 전망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교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에 나타난 바로는 독서교실, .
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독서를 열심히 하는 부모 밑에서 독서를 꾸준히 해 온 어

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부모 자신이나 자녀.
의 독서 활동에 관심 없는 가정의 어린이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 도서관의 여름 독서교실 운영에 따르면 독서교실 등록 방법은 참'99
가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려는 뜻을.
어린이 스스로 실천하려는 것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로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등록에 있어 과연 그러한지 직접 어린이 도서관에 문의해 본 결과,
어린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서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는 극소수였고 학부모들이,
먼저 독서교실에 대해 도서관으로 전화문의 한 후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부모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일을 배제하도록 유도하려.
면 어린이 독서교실 홍보 활동을 초등학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독서교실이 실제 운영되기 몇 달 전부터 홍보 계획을 세워 도서관 내에서 홍

보하는 것과 더불어 인근 학교에 독서교실운영에 관한 홍보물을 보내는 것은 물

론 학교에 사전 협조를 얻어 직접 어린이들에게 독서교실의 취지를 알려 어린이

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독서교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가 잘 되어 신청어린이가 많으면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봉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
둘째 독서교실에 참여할 어린이들이 등록한 후 미리 이들을 예비 소집하여,
독서교실 참여 어린이들의 평소 도서관 이용이 어떠했는지 어떤 종류의 책을,
즐겨 읽으며 평균 몇 권 정도의 책을 읽는지 독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 ,時

어떻게 도서를 선택하여 읽는지 등에 관한 간단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독서교실 참여 어린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독서교실을 실시하기 이전에 학생의 독서 흥미도와 습관 관심주제분야 등을,
조사하여 독서교실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학년이. 4
라도 독서흥미와 수준 및 관심 분야에 개인차가 있는 어린이들을 구분하여 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계획을 달리하면 중복되는 주제가 많았다는 반응에서 볼 수

있는 획일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독서교실이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도서관 주관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
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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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년 어린이에게 하루 교시로 가득 찬 시간표 및 매년 거의 다를4 7
바 없는 독서교실의 학습 내용 구성으로는 어린이들이 하루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그림 및 글쓰기 활동 등이 벅차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 ` '
다.
따라서 효율적인 독서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내용과 상관없이 몇 시,
에 시작해서 몇 시로 정확하게 끝나는 일률적인 시간 배정이 아니라 지도할 내,
용에 따라 어떤 시간은 시간이고 다른 어떤 시간은 시간 분인 등 융통성1 , 1 30
있게 독서교실 운영 시간표를 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독서교실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각 선정 도서의 내용 및 성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독서감상문 쓰기 원고지 작성법 등과 같은 독서활동이 실,
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독서교실의 독서지도에 있어 어린이들의 독. ,
서에 대한 호기심 및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독서지도 프로

그램이 연구 실시될 것을 추천한다.ㆍ

넷째 독서교실의 목적달성 및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서교실을 담,
당하는 사서의 재교육 및 독서지도 담당사서의 확보가 필요하다.
독서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의 능력과 자질이다 바로 이 전문사서의 능력과 자질이야말로 독서교실을 효과.
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독서교실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지도는 어디까지나 개별지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 ,
에 한 사람의 담당 사서가 많은 수의 어린이를 지도할 수 없다 많은 수의 어린.
이를 지도하는 것은 곧 질적 저하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독서교실을 각 과목의 강의를 일부

한정된 외부강사에게 계속적으로 할당하고 있거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
서가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도 명의 사서만이 독서교실 운영을. 2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다한 관계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급급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연구에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을 전문적으로 담. ,
당할 사서를 발굴 확충하고 질적으로 독서지도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서들· ,
이 독서교실을 담당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VI.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독서교실의 운영 현황을

고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여름 독서교실 에 참여한 어‘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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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설문조사.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

였다.
결국 사회교육기관이며 평생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생,
활 요소에 필요 불가결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
와 주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실 운영은 바람직한 일이다.「 」

독서교실은 국민 독서 생활화와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

나로 문교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후원으로 년 월에 처음 문을 열어 매년1971 1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에ㆍ

서 설치 운영되었으며 년 여름 독서교실로서 회가 되었음을 이미 앞에서, 1999 59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에 대한 성과는 참가 어린이는 물론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및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기에,
서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 역시 크다고 하겠다 즉 독서교실을 통하여 교육을. ,
받은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친숙함

을 느끼게 되어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스스로 찾아 학습하려는 행동을 보인

다 또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고 난 후에 어떻게 할. , ? ?
것인가 등 모두를 학습함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독서습?
관 형성과 독서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독서교실의 운영이 해가 거듭될수록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균,
형 있게 발전되어 범국민적인 독서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자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점을 모

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독서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독서교실의 개선을 모색하는 하나의 예로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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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정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광역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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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 1> 4)

구 분 연 월 참가 도서관수 등록인원 수료인원
독 서 량

누계 인 평균1

제 회1 1971.1 1 321 155 1,595 10.0
제 회2 1971.7 1 107 83 921 11.0
제 회7 1973.8 10 1,088 962 11,895 12.0
제 회8 1974.1 11 1,282 1,149 11,182 13.2
제 회15 1977.8 15 1,663 1,510 16,319 10.8
제 회16 1978.1 22 2,252 1,917 21,966 11.7
제 회17 1978.8 20 4,540 3,963 38,574 9.7
제 회18 1979.1 23 2,417 2,142 25,165 11.7
제 회22 1981.1 31 4,444 4,019 43,711 10.9
제 회23 1981.8 39 5,970 5,111 59,452 11.6
제 회28 1984.1 49 5,335 4,761 61,120 13.5
제 회29 1984.8 71 7,849 6,930 94,244 13.6
제 회31 1985.8 83 8,784 8,133 101,973 12.5
제 회36 1988.1 81 7,445 6,656 92,419 13.8
제 회37 1988.8 104 7,873 6,934 102,927 14.8
제 회42 1991.1 114 8,287 7,415 100,997 13.6
제 회43 1991.8 146 10,168 8,654 118,113 13.6
제 회48 1994.1 171 11,608 10,000 144,353 14.4
제 회49 1994.8 208 13,397 11,109 146,402 13.3
제 회55 1997.8 259 15,316 12,649 118,764 9.4
제 회56 1998.1 224 13,979 11,747 111,652 10
제 회57 1998.8 270 16,819 13,827 125,504 9.1
제 회58 1999.1 239 14,941 12,316 113,359 9.2
제 회59 1999.8 294 17,813 14,491 128,833 8.89

4)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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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어린이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설문지< 2>

어린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

고 있는 문항에 표 해 주세요.○

평소에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1. ?
이번이 처음이다①

번 이내5②
일주일마다③

주일마다2④
매일⑤

우리도서관 회원은 언제 가입하셨습니까2. ?
독서교실 참가하기 전①

독서교실 참가 중②

평소에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습니까3. ?
동화 소설,①

과학②

위인전③

기타④

월 평균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까4. ?
한 권도 못 읽는다①

권1 2② ∼

권3 4③ ∼

권이상5④

책은 주로 어떻게 선택하여 읽나요5. ?
내가 직접 선택한다①

부모님이 선택하여 주신다②

나와 부모님이 함께 상의해서 선택한다③

기타④

부모님의 독서는 어떠하십니까6. ?
독서를 거의 하시지 않는다①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신다②

가끔 독서를 하신다③

책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독서를 하신다④

나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7.
어떠하십니까?
독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①

학교공부와 관계되는 독서를 권하신다②

독서에 관심이 많으시고 폭넓은 독서를③

권하신다

나와 함께 독서하면서 독서토론회를④

갖는다

평소 독서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것은8. ?
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렵다①

책에 씌어진 낱말들의 뜻을 이해하기가②

어렵다

책을 읽을 때 주의 집중하기가 어렵다③

기타④

이번 독서교실에 선정된 도서 중에서 가장9.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가지만 적어주세요4 .
상계동 아이들①

잔디 숲속의 이쁜이②

돌아온 진돗개 백구③

부두가 간다④

이번 독서교실에서 선정하여 준 도서가10.
나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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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맞다①

보통이다②

맞지 않는다③

독서교실에 참가한 보람은 어떠하셨습니까11. ?
많은 도움이 되었다①

보통이다②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③

표현력 교실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12.
적어주세요.
장점*

내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어 좋았다①

친구를 빨리 알게 되었다②

단점*
설명이 지루하다①

발표시간이 모자랐다②

인형극 만들기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13.
적어주세요

장점*
팀별 협동작업이 재미있다①

직접 시나리오 대사 인형 등을,②

제작하여 좋았다

단점*
동화주제가 중복되었다①

개인 대사가 적었다②

다른 팀의 호응이 적었고 손뼉 치는데,③

인색하였다

글쓰기와 발표시간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14.
점을 적어주세요

장점*
모두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다①

자신감을 키워주어서 좋았다②

단점*
시간이 부족하였다①

그림 및 글쓰기가 벅찼다②

논술문 발표시간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15.
점을 적어주세요.
장점*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재미있다①

자신감이 생겼다②

다른 친구의 생각이 재미있다③

단점*
주제의 중복이 많았다①

시간이 부족하였다②

가장 인상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16. ?
레크레이션①

동화구연②

책이야기③

발표력 키우기④

기타⑤

독서교실을 마치고 느낀 점이나 불편하였던17.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하루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①

쉬는 시간이 짧다②

화장실이 멀다③

독서교실 선정도서가 적다④

기타 너무 소란스럽다 책상이 불편하다(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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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공공도서관 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 -

박인웅* 이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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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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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일그러진 얼굴. ,Ⅱ

정보불평등

정보의 공적접근.Ⅲ
공공도서관 정보복지의 기지. ,Ⅳ

정보시대 공공도서관 운동의. ,Ⅴ

방향

<Abstract>
Information inequality widens as information society mature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ublic domain of information should be secured to ensure
fair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as well as, use of informa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ublic libraries should be expanded
and fortified to ensure equality in an information society.

정보시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 ?Ⅰ

우리는 이미 지식 정보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 들어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
보화는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온다 총천연색의 멋진 컴퓨터그래픽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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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광고에서 매스컴의 집중공세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 , ‘
자는 정부의 화려한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사회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
숙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풍요로운 미래가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바로 다음의 글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손끝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세상!1)

세계 곳곳의 정보를 값싸게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고 지구촌 어느 누구와도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누구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
고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문물을 단추 하나로 작동하는 세상, !2)

이른바 정보시대는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거의 모든 일상사가 순식간에 이루

어지는 신천지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보시대는 이른바 누구나가. ‘
정보에 편리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사회이다 정보를 소유하므로 부를 장’ .
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힘을 가지게 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에 자,
유롭게 접근함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사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사회는 이른바 연분.
홍빛 신세계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고적인 메시지도 보인다 정보시대에도 그림자는 있기 마.
련이다 빛이 환할수록 그늘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

신 신분사회가 온다.
성 지역 계층간 정보 접근 기회 차별, , …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로 신분 분화 중' ' ' ' 3)

바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진단이다 정보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기초가.
되므로 정보화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는 사회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결국 정보화에서도 앞서 가는 사회 가난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늦고 결, ‘ ,
국 생존능력이 떨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진단한’
다.
이상은 정보시대의 양극단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보시대는.
과연 인류에 있어서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한편으?

1) 삼성전자의 광고 카피 중에서

2) 디지털새천년 경쟁 가속화 실업 빈부격차 주름살 한겨레신문[ ] , , 1999. 12. 29.「 ㆍ 」 《 》

3) 정보시대의 그늘 한겨레 쪽, 21 , 2000. 1. 6. 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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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장미빛 희망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정보시대를 바,
라보며 그 속을 질주해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와 정보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사회가 처해 있

는 모습은 무척 혼란스럽다 정보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국가기관은.
정보화 정책을 외치고 정치인은 자신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는 모습을 텔레,
비전을 통하여 방영시킴으로써 지도자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

려고 노력한다 또한 기업은 정보산업부분을 수익성 높은 미래형 전략 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고정 지면을 상,
설하여 정보화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신종 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선전하

고 있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남들에게 뒤질세라 컴퓨터 구입에 열을 올리면서.
인터넷을 배우기에 바쁘다.4) 이른바 우리 사회의 곳곳에 정보화의 강령이 내걸‘
리고 디지털화의 깃발이 나부낀다.’5)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는 바로 정보시대

라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기 위해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보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우리 사회와 인간

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그늘이 파생

되지는 않는지 현재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는 않는지 등의 정보시대의 본질적,
측면과 정보시대의 그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시대의 어두운 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보시

대가 인간중심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시대가 노정할 부정

적이고 어두운 뒷면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그것의 치유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보시대의

어두운 뒷면을 좇아가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정보화로 야, .
기되는 정보불평등이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공공도서관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 먼저 정보시대가 가져올 어둠의 뒷면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자.

4) 박승관 지식정보사회의 이상과 한국사회의 현실 아는 것은 힘인가 병인가 시민, : ‘ ’ , ‘ ’ ? ,「 」『

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대화출판사 쪽( , 1999), 30 .』

5) 백욱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 지성사 쪽, ( , 1998).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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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일그러진 얼굴 정보불평등. ,Ⅱ

세계가 정보화시대로 이행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접근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주는 정책을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세기에는 정보화. 21…

지식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게 되면 최선의 경우에도 특권의 박탈이 될 것이며 최악, ,
의 경우에는 폭정이 될 것이다.6)

정보불평등 현상은 바로 정보화가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파생되는

문제이다 즉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시장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자본주의.
체제하의 정보화도 시장원리 특히 이윤추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서 정보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적 영역이 시장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보와 정보기술이 그에 대

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산되고 유통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란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용한 자원이.
라는 것이다 결국 시장기제에 의존한 정보화는 유용한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이는 유용한 정보로의 접근을 제한하게 하여 정보불균형을 수반한

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
를 수용하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ㆍ ㆍ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된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는 정보 불평등문제는 보다 심각

해진다 디지털 정보에로의 접근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송망의 확보는 필.
수적이기에 첨단미디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디지털 정보로

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돈이 지불되어야 한 비트의 정보 한 화면의. ,
정보 사용이 가능하며 돈이 없으면 접근이 차단된다 따라서 경제적 저소득층에, .
게 있어서 디지털 정보세계 인터넷의 세계는 영원히 동경해야만 할 세계가 된,
다.
우리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강조하는 매체나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개인이나 조직이 손쉽게 전세계의 풍부한 정보에 접근하며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되어 간’ .
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끊임없이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7) 바

6) K.E. Dowlin, Technology in the Public Library: the Impact on Our Community ,「 」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한국IFLA Journal . Vol 13, No.1(1987). Bob Usherwood, (《 》 『 』

도서관협회 오동근 역 쪽에서 재인용, 1996), , 15
7) 오병일 정보와 진보운동 정보 정보화 사회 정보운동 그리고 생활도서관 자료, , , ,「 」 《

집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쪽, ( , 1997),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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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첨단미디어 구입의 가능과 불가능이 결정되고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접근과 정보획득이 가능하게 되기에 고로 경제불평등은 정

보불평등을 낳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불평등을 유도하며 강화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허버트 쉴러의 다음의 말을 참조해보자 정보불평등에 대한 우.
려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보혁명이 계급사회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
되고 나아가서 그것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보격차라는 것이 확대될 수. ‘ '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을 받은 특권층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발달된,
통신시설 등과 같은 정교한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계급구조의 하층을 점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 정보를 점점. ‘ '
더 많이 접하게 된다.8)

정보의 생산과 그에 대한 접근의 결정적인 힘이 바로 지불능력요인임이 여기

서도 확인된다 경제적으로 상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풍부하고 더욱 이용성.
이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하위로 내려올수록 그 사람은 점

점 열등한 종류의 정보만 접하게 되어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의 구조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격차로 야기되는 정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은 결국에는 신분 사회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험까지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문제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정보의 상품화는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 혹은 정보기술 는 곧 돈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
적 논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보가 상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

인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된다 정보가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이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정보의 상품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현상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 방

법이다.
그렇다면 정보화로 야기되는 정보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가?

8) 웹스터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조동기 역 쪽F. , ( , 1998) ,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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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적 접근.Ⅲ
우선 정보격차로 야기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가 동등한 입장

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획득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에 활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이며 사회적

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주도된 정보화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경쟁의 원리와 시

장의 원리만이 지배해왔다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통신과 컴퓨터로 사회.
각 부문을 잇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지원 등의,
국가 정보화 사회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주력하였다 반면 교.
육기회나 경제적 기회가 불균등해 정보사회로의 적응에 뒤쳐질 사람들 이른바,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배려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는 여러 가지 점에서‘ ’
문제를 노정한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미래의 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이며 동.
시에 우리 삶과 문화를 윤택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현재 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주된 모습은 정보기술로 대표되는 정보사회

의 장미빛 청사진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정보사회의 어두운 뒷면인 정보

의 불평등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
기에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나는 정보기술과는 대조적인 기는 정보정책으로‘ ’ ‘ ’
일그러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정보불평등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논

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평등문제를 공공영역의 개념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다‘ ’ .
공공영역이란 이윤추구와는 분리되어 공공성을 띄며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 ’ ,

로 인권 문화 보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정의나, , , , , ,
공공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장으로서 사적 영역과 구분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지식과 정보란 모름지기 인류와 역사를 위해 축적된 사회

적 자원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소유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으로서 누구에게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바로 정보에.
있어서 공유성의 원리를 내세워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공공영역을 형성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접근 기회를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인 자원인 정보가 사적인 소비를 통해 거래‘ ’
되고 요금을 지불해야 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 정보가 상품으로 되는 경,
향이 지배하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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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국가와 사회가 확보하는 것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정보복지 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정보불평등 해소를, ‘ (information welfare)’
위한 정보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정보접근을.
공적 접근 의 문제로 보고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장애‘ (public access)’ , ,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확(the right of information access)
보의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기한다.9)
이는 소득수준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성별의 차이 언, , ,
어의 차이 신체적 장애 지역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정보공간에, ,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정보접근의 제한을.
없애고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복지 적 차원‘ (information welfare)’
에서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교육기회나 경제적 기회가 불균등해 정보사회에의

적응에 뒤쳐질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배려를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된

다 왜냐하면 정보접근과 그것의 이용에 있어서의 균형적 발전은 개인 뿐 아니.
라 사회전체의 발전과 복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복.
지라는 문제는 인간 중심의 정보사회 삶의 질을 구현하고 향상시키는 정보사회,
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되어야 해야 할 당위적인 과

제가 된다.
이처럼 정보사회가 초래할 정보불평등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적 해결책 모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정보화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행으로 정부가 정

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의 개 우체국에. ‘ 25
고속 인터넷 시설과 교육장을 갖춘 정보교육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이 무료로

9) 이와 관계있는 것으로 정보접근의 문제를 보편적 서비스 라는 개념으‘ (universal service)’
로 설명하기도 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불평등.
문제를 정보접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또한 정보.
복지의 차원에서 정보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한다 주로 공중의 접근 문제를 정보네트워.
크를 이용하는 데 저렴한 비용을 책정하여 접근의 기회를 일반 공중에게 확장시키려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서. .(
이종 정보불평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 지식 정보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 ,「 」『 ㆍ 』

김종철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커1998), , -「

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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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게’10) 하는 등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하기도 한다.
한편 정보화촉진기본법, 11) 에서도 국가정보화 정책에 대한 기본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에 제시된 정부의 정보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민간투자의 확. ‘
대와 공정경쟁 촉진 조 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 시’(3 1 ), ‘ ㆍ

행 조 항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조 항 지역적 경제’(3 2 ), ‘ ’(3 3 ), ‘ ㆍ

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조 항 개인의 사생활 및 지’(3 4 ), ‘
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 조 항 국제협력의 촉진’(3 5 ), ‘ ’(3
조 항 으로 나타난다6 ) .
이 중 정보의 접근 문제와 정보불평등의 해소 즉 정보시대 우리 사회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지역적‘ ’, ‘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개인의 사생활 및 지’, ‘ㆍ

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로 국한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
우리 정부의 정보정책의 기본 방침과 시책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지

원하는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법에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불평등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보의 공적 접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
한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에서 야기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와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정.
부정책의 면에 있어서도 단지 디지털 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최소도구인 컴퓨터

와 네트워크의 지원일 뿐이기에 이로서는 본질적으로 정보공간에서 소외된 이들

을 정보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보빈자들의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구조적이며 현실적으로 실

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들은 여기서 공공도서관으로 눈을 돌?
려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정보빈자들의 정보접근 문제를 구조적이며 현실적.
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공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럼 왜 공공도서관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의

미를 살펴봄과 동시에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보복지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그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0) 공공시설을 마을정보센터로 가꾸자 한겨레신문‘ ’ , , 2000.1.12.「 」 《 》

11) 법률 제 호 년 월 제정 년 월 일 개정5669 1996 1 , 1999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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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정보복지의 기지. ,Ⅳ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와 직업과 인종과 종족에 관계없이 자유롭

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문헌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

다는 개념으로부터 탄생한다.12)
정보란 전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

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은 형성되었고 발전해왔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가진 이러한 원리와 철학을 중요하게 인식

하고 사회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활용하였

다 세기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9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적 평등. ‘ ’
이란 개념이 초창기 공공도서관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영국에서 도서관은 노동.
자 계급에게 사회의 부유층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

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13)
바로 서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란 존재의 의미는 인류가 생산해낸 지식과

정보에 무료로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한, , .
개인의 문제해결과 의식변환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공도서관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고 그 사. ,
회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다음의 글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자.

나의 삶은 철길아래에 자리잡은 파크가에서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저분한 할렘에서 내 인생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기 이 빈민가에서 나는, .
태어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고향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다. .
나는 그 빈민가에서 고통을 겪었다 나는 자신이 마치 동물처럼 우리 안에 갇혀있다.
고 느꼈다 나는 탈출하고 싶었다 나는 학교가 나를 할렘에서 구해주기를 바랬다. . .…

그래서 나는 거리를 지켜보듯이 학교를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그 해답의 일부가 거.…

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의 일부는 또한 디킨스 와 도스또옙스키. (Dickens)
에게도 있었다 나는 번가의 도서관을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내지(Dostoyevsky) . 135

네 번은 찾아가서 그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읽었다 나는 그 도서관의 모든 책을 독파, .
했다 나는 책들이 마치 이상한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탐식하였다 나는 책 속에서. .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도 더 큰 세계를 찾게 되었다 나는 책 속에서 일어나고 있.
는 것들이 내 주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책을 내.
가 본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관련짓고자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12) Arthur W. Hafner & Jennifer Sterling-Folker, Democratic ideal and the American「

Public Library , Democracy and the Public Library: Essay on Fundamental Issue」 『

s (Greenwood Press, 1993), p.13.』

13)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오동근 역 쪽Bob Usherwood, ( , 1996), , 3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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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가슴앓이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면 책을 읽어 보라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던 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들 또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나를 연결 시켜주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
실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책이었다.14)

이것은 한 도서관 이용자의 회고담이다 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볼드윈. 1987
이라는 작가가 나의 어린시절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공(James Baldwin) ‘ ’

공도서관 서비스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서관을 통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 한 인간의 인식의 변화를 유

도하고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공공도서관이란 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책이 한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보장하고 삶의 변화를 유도했

음을 알게 된다.
도서관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남미의 한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경제적.
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로 인도하는 공간으로서의 존재의미가 잘

드러난다.
브라질 남부 쿠리티바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도시 한 가운데 등대가 위치한 이상‘ '

한 풍경을 보곤 놀라곤 한다 한 두 개도 아니다 원통형의 이 등대는 도시 곳곳에. . 32
개나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쿠리티바시에선 등대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어. .
디서나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이 등대는 뱃길을 밝혀 주는 등대가 아니다. .
지혜의 등대라 이름 붙은 이 등대는 도시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일 뿐이다‘ ' .
하지만 쿠리티바시 시민들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설치된 이 소형 시립도서관을 등‘
대라 부르는데 인색하지 않다 모양이 등대를 닮았기 때문도 아니다 세계 최대의' . . ‘
빈부격차를 자랑하는 브라질 빈민들에게 이 도서관은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구실' ‘ '
을 하기 때문이다.15)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경제적 정치적 차별 없이 일상 생활 속에서 지식과 지혜

로 이르게 하는 열린 공간으로 개인과 그 사회지역에 있어서 등대 구실을 하고‘ ’
있는 것이다 또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는 도구이자 정보와 지식을 재.
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는 정보시대라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다 정보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정보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보의 상업화를 견제하.
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서관을 통한 정보접근 부분에 국가정책을 보다‘ ’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의 선언문을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14) The library’s war on poverty , Library Journal , 15(September 1964), p.3375,「 」 《 》

위의 글 쪽에서 재인용Bob Usherwood, , 147-148
15) 브라질 밝히는 지혜의 등대 한겨레 쪽‘ ’ , 21 , 1997.6.26., 7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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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의지를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이 그 사회에 있어서 정보적 힘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자유사회에서 정보는 어떠한 개인에게나 기본권리라는 점 개인의 나이 수준이나,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은 민,
주적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하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수수료나 대금없이 공공도서관 혹은 공적 지원을. ,
받고 있는 도서관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국가적 정보정책을 수립,
하여 공공도서관 혹은 공적지원을 받는 도서관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수수료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16)

현재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은 책으로 대표되는 기존 미디어에 대한 접근 뿐 아

니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보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그 사회의 정보복지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보면 그 사회가 정보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서구에서의 사례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존재의미를 굳이 부각하지 않더라도‘ ’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정보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원칙적이며 공공

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사회의 공공영역이며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존재한,
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
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운동은 개화기 때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

다 그 당시 신지식과 새로운 사조를 보급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개화기 지식인들의 열망에 힘입어 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졌다.
그럼 당시 도서관 운동의 발단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 시대적 상황에서 도.

16) 이는 년 월 미 백악관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이다 이 대회는 정보의 상업화를1979 12 .
주요 의제로 삼아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개선하고 공중으로 하여금 도서관을 더욱 많이“ ,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개최되다 도서관의 목적 목표 정보의 무료접근” . , ,

에 관한 국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free access) . (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1979 Summar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문화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나남March 1980), p.42, Hebert Schiller, ( ) : ( , 1995),株『 』

양기석 역 쪽에서 재인용,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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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현대 도서관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점차 위태로워져

가던 광무 년 이후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겠다 즉 근대10 (1906) . ,
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려면 먼저 국민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했고 나아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문을 도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서적은 모든 사람.
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공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시민에게 널리 보급.
되어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학문을 즐길 수 있어야 했다 새로운 학문사상의 도입에 따.
라 새로운 서적이 생산되었으며 그것을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현대적 인쇄기가

도입되었고 서구식 출판과 서적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새문명의 미디아 인. (media)
도서를 직접 읽고 접하려는 염원에서 근대 서구식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17)

이와 같이 개화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식의 중요성 그것의 보급과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의 확산과 보급운동의 차원에서 도서관운동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운동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일제. .
는 문화정책 표방 이후 여러 주요 도시에 도서관을 설립하였으나 식민통치의 수

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지식 접근과 보급은 봉쇄당할 수밖

에 없었다.
문맹탈피와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도서관 설립 운동은 해방 직후 다시

이어지게 된다 당시 공공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이 농촌이나 도시 등 지역적 차.
별 없이 나이에 차별 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해방 직후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학교는 장차 일군이 될 학도 즉 제 국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연령과 연한 등의 인2…

원의 제한이 있지만 도서관은 사회인 즉 일반 국민의 교육기관으로서 하등 제한도 없

다 언제든지 동서고금의 문헌을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
는 기관이다 문화전당인 도서관을 이용하여 신지식을 배우고 세계사조를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지만 생활관계로 혹은 지역관계로 그 은택을 입지 못한 사

람과 또는 지방이 많이 있을 줄 안다 현대적 도서관의 사명은 도서대여의 소극적인.…
사무만이 아니고 전람회 강연 문화강좌 계몽교육 등의 적극적인 부대사업이 부여되, , ,
어 있으므로 의 사회교육의 총본부가 될 수 있다 도서관 사업발달의 여하에 따.一郡

라 그 나라의 국민지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설립은 지식욕의 발현. …
이며 문화인의 염원이다.18)

17)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쪽, ( , 1969), 143 .『 』

18) 박봉석 국립도서관보 호, , ( ) , 12 (1947.3.1).一郡一館 文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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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공공도서관은 생활적으로 힘들어 지식에 접근할 수 없

는 사람 지역적으로 지식접근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확산,
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입장이다.
바로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 ㆍ

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19) 으로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책임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식은 도서관인 윤리선언 에서 보다 명확하『 』

게 드러난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전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 】

회발전에 공헌한다 가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 .
여한다 나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다 도. . . .
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라 도서. .
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 가는 선도자가 된다.20)

이처럼 현시대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인간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

보접근의 평등과 자유를 확보하는 지식사회의 선도자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지식정보시대라는 현 상황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이 지닌 이러한 사.
회적 책임은 보다 부각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가진 막중한 사회적 책무에 비해 오늘날 한국 공공도서

관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처한 수적 열악.
성은 접어두더라도 그 존재 위협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간 도서관운영의 경제성확보라는 논리 하에 도서관을 민영화하려

는 움직임21)과 도서관 전문직 관장체제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공공도서관의 명칭
을 평생학습관 사회교육원 교육문화원 등으로 변경하여 탈법적 운영을 획책‘ ’, ‘ ’, ‘ ’
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도서관에 대한 위협의 단적인 예들이다.22) 이와 같이 우

1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 호 제 조 항[ 5657 ] 2 4
20) 도서관인 윤리선언 중에서『 』

21) 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고 전달되는 하나의 문화적 토대이기에 민간

부분의 사적 자본과는 다른 국가의 자본이자 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이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적관리와 접근을 포기.
하겠다는 발상으로서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도입이라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위‘ ’
배되는 행위들이다.

22)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관을 책임지
는 기관장 자리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계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공도

서관이 처한 전근대적 상황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전근대적 상황을 여실히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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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지로서 우리 사회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적 기관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와 삶이 숨쉴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으로 안착하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도 열악하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전통적인 정보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현실 저편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 꽃이 만발하고 있‘ ’
고 이제는 정보화로 야기되는 정보불평등이란 문제가 주요한 논의로 등장하고, ‘ ’
있다 그러나 이들 담론의 어디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열. ‘ ’ .
악한 도서관 환경을 외면하고 정보화를 앞세우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며 공공도서관에 눈돌리지 않고 정보불평등 문제 해결 운운하는 것은 변죽,
을 울리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정책적 차원에서 대중적 정보접근의 근간인 공공도서관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문제가 절실히 대두된다 정보사회가 가져올 정보불평.
등이란 역기능을 해소하고 만인에게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민주,
주의의 실현을 확보하는 인간다운 정보사회를 엮어 가는 데 있어 공공도서관이

란 사회적 장치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
에서도 공공도서관 확보에 대한 절박성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의 정보불평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관건은 공공도서관의 확충이다 현재.
와 같은 열악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변죽을 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확충은 기존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정보불평등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

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뉴미디어의 보급에.
있어서 지역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위 인용문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정보의 공공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을 강화하는 문제는 정보접근에 있어 제한과 부당과 차별을

허물고 정보에 대한 향유권을 얻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갈 수 없는 장치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정보시대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에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도서관이 처한 현실사이에서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지식정보시대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 정보접근의 기지로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정

보복지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는 공공도서관의 운동적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된다.
23) 윤영민 정보화의 병목 정보불평등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대화출판사, : , ( ,「 」 『 』

쪽1999),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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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공공도서관 운동의 방향. ,Ⅴ

공공도서관 운동의 핵심은 바로 정보사회의 아이디어이다 정보사회는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상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는 사회이다 시민들이 사회에서 더울 효과적으로 그들.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이다.24)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급하려는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통해볼 때 필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기관,
이 도서관이며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사회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공공도서관의 운동 방향 또한 이러한 소명의.
식을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필자들은 지식정보시대라는 우리 사회의 변동상황에 주

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보다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특히 정보의 상품화로 야기되는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불

균형의 문제에 차안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공공도서관이 바로 지식과 정보에.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며 정보접근에 있어서 평등화를 실현하,
는 정보복지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기본.
으로 지식정보시대라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정보불평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서관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보복지기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바로 정보시대라는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과

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환도 지식정보시대에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정체.
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핵심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말을.
참조해보자.

지식혁명시대에 공공도서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 ' ,
서들이 자신의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즉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무, ,
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지식화 그리고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공. ‘ ' ‘ '
공적 성격의 사회적 장치이다 즉 공공도서관의 존립 목적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 ,
게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

사이의 지식과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식평등 이념의 구현을. ‘…

위한 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 운영' .

24) 앞의 글 쪽Bob Usherwood,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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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사서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경제논리와 기술. ‘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이요 평생교육기관이며'
복지기관인 공공도서관은 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철학과 논리를 갖게 된

다.25)

위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정보시대에 공공도서관은 지식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한 복지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공공도서관계 주체들의 명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정보의 상품화 상업화로 야기되는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문제는 정보,
시대 진행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기에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보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

이며 절대적인 과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보복지의 실현과 정보복지기.
관으로서의 기반 확보라는 논리와 명분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끌어내는 운동을 전개해야 지식정보시대에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정당성이 보다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정보불평등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공공도서관은 그러한 논의’
로부터 제외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도서관 관련 주체들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흐름 속에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된다.
특히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담론은 주

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정보접근 문제에‘ ’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 논의에 참여하

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
물론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문제는 보

다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만을 고려해.
서는 우리 사회 정보빈자들이 처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

지 못하게 된다.
정보접근과 획득의 문제는 단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급의 지식과 정보를 담는 대표적 매체인 책으로 대표되는 인쇄매

체 정보로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로의 접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정보자원의 훌륭한 공급원인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공급되는 디지털 자원의 접근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

25) 이제환 지식혁명 그리고 공공도서관 혁명 년도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동, ‘ ’, ‘ ’ , 2000「 」 《 ㆍ

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쪽( , 2000.1.21), 42-43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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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접근의 확보는 기존 정보자원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
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의 차별적 접근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차원의 정보불평등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의 해결을 거론하는 논의의 장에서 이러한 논리들을 확산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보화가 첨단정보산업 부분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첨단정보산업의 기록적 성장과는 대비적으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보정책상의 심각한 오류를

노정하고 있다 보다 기초적이고 공공성 높은 대중적 정보 부문을 외면하거나.
이를 희생시키면서 첨단 정보부문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정보빈자

와 정보부자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일.
반시민에게 보다 기초적이고 절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

보 하부구조의 건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정보부문의 확충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공공도서관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의 공적 접근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운동에 주도적‘ ’
으로 참여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의 공적 접근지이며 정보복지기관이라

는 의미와 역할을 부각시켜내고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보복지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
본 인식을 전제로 하여 도서관 운동을 벌여냄과 동시에 정보시대 공공도서관운,
동은 삶의 질 확보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
즉 공공도서관 운동은 도서관이 개인과 사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

고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내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바로 도서관을 통해서 삶의 질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과 정부를 상대로 증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열악성은 도서관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우

리 사회와 정부의 무지와 인식부족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

고 볼 때 이러한 작업의 당위성은 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지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는 것을 보

여줘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공공도서관이란 사회적 기관에 대한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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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논리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 이러한 작업 또한 공공도.
서관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진행한다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려는 의도를 저지하.
는 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음모를 저지시키는 일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
몰아치는 도서관상황에 대한 해결도 이러한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벌여내야 한

다.
결국 지식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지이며 삶의, ,
질 확보에 있어서 핵심적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담아 내어

도서관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불평등 해소와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문제

는 공공도서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공공도서관 운동 또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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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introduce the subject-oriented
reference service, which is one of the various means that university libraries
can cope with a change in new information age, but also to suggest how to
perform this servic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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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90’s, the user’s requirements have become varied and specialized,
overflowing with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research effectual
guidance for users.
Now, many university libraries have adopted the subject-oriented reference
service; a few of these libraries have been able to satisfy the users’ needs
successfully.
However,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that fits Korean circumstances and
concrete proposals for service management are insufficient.
Therefore, I am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of university libraries
where subject-oriented reference services are offered in an effort to introduce
the ways in which this can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in the actual
library. The purpose of realizing more developed information service in the
university library

서론1.
연구목적1-1.

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 ,
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ㆍ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효.
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조사 및 학습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 ㆍ

하며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정보량의 급증 그리고 학문. , ,
의 세분화 및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도서관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

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수행해야 할 대학도서관의 상황과 도서관내

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초적 역할로서의 참고봉사는 아직

까지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년대와 년대에 걸쳐 제기된 참고봉사의 중요성과 문제점들 그리고1960 1970 ,

1) 고등교육법 제 조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28 , ( : , 1999) p. 41.「 」



82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어 서구의 방법이 소개되기 시작했던 주제

관의 활용과 주제전문사서도입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도입의 문제와 한국적

상황에의 적응 미숙 그리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증가하는 정보량과 세분화 전문화, ㆍ

되어 가는 이용자요구 그리고 매체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참,
고업무의 미개발로 인해 이용자들의 참고봉사에 대한 인식이 몇몇 대학을 제외

하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때로는 이용자의 전문적인 질문을 처리할,
인원이나 자료조차 완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봉사업무가 단지 도서관의

상식적인 이용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2)
그렇다면 왜 그토록 참고봉사의 중요성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고,
수많은 관련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참고봉사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
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또 다른 방법이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다.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관계당국과 대학의 인식부족이다 정보.
의 중요성을 수 없이 강조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변화를 주도할 것처럼 말을 하면

서도 정보인프라의 기능을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에 대

한 어떠한 지원도 과거 정권들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도서관이 대학.
의 심장이고 미래대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역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는 인색한 대학당국과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있어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조직환

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전근대적 권위주의가 엄존하는 상,
황에서 뜻있는 일선사서들이 현장을 바꾸어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3)
둘째로 학계와 현장의 철저한 분리구조를 들 수 있다 서울소재 대학 문헌정, .
보학과의 정규 석 박사과정에서 계속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사서들이 과연 몇ㆍ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장과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일년,
에 몇 건이나 되는지 각종 도서관 관련 세미나와 학술발표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사서들과 학계인사들의 토론이 심도깊게 이루어진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라 필자가 몇몇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인터넷홈페이지와 전.
화로 확인한 결과 위에 열거한 최소한도의 산학연계프로그램조차 전무한 실정이

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이런 추세라면 문헌정보학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2) 강대의 참고봉사업무에 관한 소고 국회도서관보, “ ,” Vol. 26, No. 4 (1989,7·8)p.29.
3)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학논집, “ ,”
29(1998)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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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전산관련학과에서 제기하는 문헌정보학의 정보분야 흡수와 많은 대학에서.
제기하는 전산소와 대학도서관의 통합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논리나 이론적 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과연 자신있게 문

헌정보학과 대학도서관의 미래가 밝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외부적 원인들과 함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개,
선의지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사서들이 없. ,
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

장사서들이 다양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아직까지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저발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 정보환경의 변화속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몇몇, ,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제관형태 서비스 즉 적극적인 참고봉사의 새로운 형,
태로의 전환은 급변하는 주제학문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 주요 연구자료를

파악하며 이용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수요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도서관의 다른

영역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서관 현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긍정적이며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대학도서관이 독서. , ‘
실역할에서 탈피하고 사서가 서고지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문동반자가 되’ , ‘ ’ ‘ ’
는 길4)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주제관형태의 참고봉사 서비스가

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여러 모순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인 봉사개념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어 이론적인 준에서만이

아닌 현실적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과가 기대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 주제관을 운

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실례를 소개하고 주제형 참고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1-2.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서관현장에 맞는 참고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

공하지 못했다 외국 이론을 가설의 전제로 삼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참고봉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는 것5) 이거나 이론에 기초해

4) 이용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 : ”
국도서관 정보학회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1999) p. 82.

5) 김수경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관한 연구현황분석 부산대학 대학원학기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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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정도였다 다시 말해 대학도서관의 현황분석이나 서구의.
이론에 기초한 문제점의 도출은 많았지만 도서관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서관 내

에서 파악하고 실제적인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

나 도서관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의 참고봉사의 변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관형태의 참고봉사에 대한 이론적 틀과 함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선행조건들 그리고 주제관형태의 서비스를 수,
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조사함으로써 현실감을 제공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

는 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서비스를 현장의 시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주제관형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 ,
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참고봉사의 기본문제를 틀어쥐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강단이론에서

가 아니라 도서관 현장에서 강구할 때 참고봉사가 우리 도서관 현실에 뿌리내,
려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6) 보기 때문이다.

참고봉사의 중요성2.
참고봉사의 개념2-1.

영어의 나 또는“Reference Service,” “Reference Work,” “Information
의 역어인 참고봉사는 정보량의 증가와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 그리고Service,”

적절한 정보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으로 불리워지든간에 이러한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은 결,
국 봉사 라는 개념에 집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현대의 도서관이 지니고“ ”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 자체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7)
이러한 참고봉사의 시초는 그 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도서관형태의 조

직이 갖추어지고 그곳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

되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고집 4(1992) p. 14.
6) 김수경, < >, p .15.上揭書

7) 최은주 미국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동향과 당면과제 국회도서관보, “ ,” 181(1985.1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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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비공식적이고 우연한 도움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도움이,
시작된 것은 세기후반에 들어서라고 보고 있다19 .
참고봉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은 이용자에게 각 주제에“
관한 문헌조사를 도와주는 도서관업무중의 하나로 정보를 요구하는 개개의 이용

자에 대한 사서의 개인적 지원”8)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도서관협회, ALA( )
참고 및 성인봉사분과에서는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도“
움”9) 을 참고봉사로 보고 있다.
참고봉사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정의되어졌는데 대체로 비,
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대학의 참고사서였던 차일드 는 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해(W.B. Child) “
서 복잡한 목록에 익숙하도록 하든가 그 질문에 답하는 협조를 의미하며 간단,
히 말해 도서관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자료를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10)이라 하였고 케이츠 는 참고업무의 제요소를(William A. Katz) “
동원하여 유능하고 신속하게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11) 해로드 는, (L.M. Harrod)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협조해주는 인간적 원조를“
포함한 도서관봉사의 일종”12)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참고봉사를 위해 도서관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용자의 목, “
적에 맞추어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은 이용자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게 해 주는 또 다른 한 방법이다.”13)
라고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위에서 열거한 참고봉사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참고봉사는 이용자들과

인공적으로 갖추어진 도서관 자료들의 관계를 적절하고 편안하게 맺어줌으로써

생성되는 인간적인 원조를 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함 근본개념을 본질로 삼아

도서관의 종류나 규모에 맞추어 그 양적 질적인 봉사의 내용을 알맞게 조절 적, ,
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4)

8)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 1996) p. 358「 」

9)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n Science (1980) pp. 468-474.
10) W.B. Child, “Reference Work at the Columbia College Library,” Library Journal. 16 :

정진식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현황분석 및 중요성 고찰 국회도서관298, (Oct, 1981). , ,”
보 에서 재인용183(1986.2) p. 48

11) William A. Katz,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 reference services andⅡ

eference processes,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4) pp. 4-5.
12) L. M. Harrod,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3rd ed,
(London; Andre Deutsch. 1971) p. 540.

13) Robert Wagers, “American Reference Theory and the Information Dogma,” Journal of
Library History Vol.13, No.3(Summer,1978) p. 266.

14) 최은주, < >, pp. 6-7.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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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조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에ㆍ

게 신속 정확하게 대답해 주거나 만족할만한 서지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봉사, ,
활동을 뜻하며 참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배후의 업무 즉 선정에서, ,
도서의 구입 정리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여기서 자료 즉 이용자들이 얻고자 하는 자료란 단순히 도서관에 비치, ,
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자료라면

도서관 외에서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케이츠 에 의하면 이런 참고봉사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고(William A. Katz) , ,
이용자를 교육하는 직접적 기능과 이런 직접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적 봉사로써 간접적 기능 즉 서지작성 및 준비 상호대차2 , , ,
목차서비스 나 선택적정보제공(Contents sheet service) (SDI : Selective

과 같은 정보의 계속적 공급 출판 번역 및 특수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
한 주제분야에 대한 파일의 준비 그리고 현행참고업무를 평가하고 파악해 미래

도서관의 봉사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 및 통계 등으로 구분

되어 진다.15)
결국 효과적인 참고봉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직접적 참고봉사기능과,
간접적 참고봉사기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절

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단지 자료의 수집 보존 그리고 보존된 자료의 열람 대출에 국한되었ㆍ ㆍ

던 도서관의 기능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학문의 세분,
화와 전문화 등으로 이용자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검ㆍ

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참고봉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

어 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한,
다.
물론 효과적인 참고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해당 도,
서관의 환경과 기초적인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즉 도서관의 형태적 조건과,
인력의 문제 이용자의 특성이나 성향 그리고 정보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
해 그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그리고 특성화된 참고봉사를 구상하고 기획

해야 한다.

15) 홍영의 참고봉사의 구성요건과 그 기능 국회도서관보, “ ,” Vol.19, No.1(1982.1·2)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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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에서의 참고봉사2-2.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공급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뒷받침하여

야 하며 대학의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역할

을 담당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냄으로써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와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사이에 중개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곧 참고봉사이며 도서관의 성패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은 참고봉사를 통해.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자료안내와 지원은 물론 과제작성과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 및 평가 학생들의 지적관심 파악 및 상담 교수들의 강의 및, ,
연구동향에 대한 주제분석 자원과 이용자간의 관계성 등을 조사하여 연구에 필,
요한 정보를 예측 공급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정보자원탐색에 소요되는 검색,
시간을 줄여 새로운 학문의 창조와 인류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변화

하는 봉사가 전개되어야 한다.16)
특히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참고봉사는 그 대학의 모든 학생과 교수진을 대상,
으로 하고 그들의 수업 및 연구활동과 직결되므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참고사서의 역량이 참고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를 질서정연하게 처리하여 잘 정리 보관하였다가 이용자,
의 요구가 있을 때 한 주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대답을 해주는 적극적인 참고

봉사의 한 방법이 된다.
더구나 오늘날 대학은 학생수의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화 다양화 현상과 더불, ,
어 지식과 기능의 세분화로 인한 새로운 학문영역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의 구조에 적

응해 가기 위해 어떻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참고봉사는 대학도서관이 지닌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17)
따라서 참고봉사는 도서관업무의 가장 핵심이 되며 심장과 같은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주된 원인들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첫째 미래의,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하는 현대문명에 필요 불가결한 정보의 급증에 기인하며,
둘째는 이러한 지식의 폭증과 쉴 사이 없이 생산되는 정보자료와 이용자 사이에

16) 조영자 한국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자격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제 집, “ ,” 5 (1989) p. 172.
17) 박온자 참고봉사의 이론적 고찰 국회도서관보, “ ,” Vol.23, No.4 (1986.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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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적합한 정보자료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정보중개인

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적 증가와 질적 고도화 그리고 세분화. ,
다양화에 따라 특수한 학문과 기술영역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 고도의 전문적인 대학도서관의 참고 봉사활동이 필연적인 것

으로 부각되고 있다.18)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참고봉사는 중요성에 비추어 발전,
이 상당히 느림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도서관 전체의 발전이 더디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참고봉사 분야만 빠른 발전을 할 수 있

으리라는 것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19)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첫째 시설의 열악함, ,
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재 몇몇 대학들이 주제관형태의 참고봉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지속적인 참고자료의 연구와. ,
개발 부족 문제인데 이는 앞으로 현장과 학계가 연계하여 혹은 관련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참고사서들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고사. .
서의 전문성문제를 들 수 있는데 대학의 특성상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함

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전문사서의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

다 따라서 지금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
한 시점이다.
넷째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도서관 홍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즉 이제까지 제도교육 속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아오지 못한 학,
생들에게 도서관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

이 모색되어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케하는 교육 또한 다양하게 개,
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관과 학과와의 연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해결방안이 제시된 것도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도서관의 활용은 대학의 특성상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이 자신의 관심분야 및 연구분야와 관련한 다양,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도서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방안이 끊임없이 연구되어 대

18) 조영자, < >, pp. 171-172.前揭書

19) 최은주 미국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동향과 당면과제 국회도서관보, “ ,” .181(1985.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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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관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참고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곧 대학도서관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며 나아가 도,
서관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관 형태 참고봉사 서비스3.
주제관 형태 참고서비스의 개념3-1.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자료가 가능한 다

양하게 준비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와 연구주제분야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분야

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이용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더구나 오늘날 대량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골.
라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이

며 적극적인 이용자봉사의 한 방법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주제관형태의 참고봉,
사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서관전산화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도서

관 서비스를 비롯한 조직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더구나 현실적 한계속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한국의 대학도서

관이 정보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서관 조직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 ,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학계 및 도서,
관현장에서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곧 이용자가 특정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단행본자료실, ,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등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구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기,
능을 극대화하며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
한 자료를 정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제관형

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그 이유로 부문화 도서관은 장서가 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ㆍ

대개는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채택되어 온 것이며,
학술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는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도

서관에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도서관측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쉽게 응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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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도록 주제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직결된다 그리고.
주제전문도서관원의 활동은 도서관 조직 그 주제의 분화에 따라서 촉진된다, ”20)
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주제관형태의 서비스로 변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 이용가능성의 계속적인 증가 학생 중심적인“ ,
시각으로의 변화 정보중재자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와 같은 주제접근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1) 고 보는 견해도 있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주제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별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주제화 된 이용

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
는 학자22) 도 있다.
이에 관련해 주제별 도서관을 위한 단계적인 세가지 순서를 제시한 연구가 있

는데 그 첫 번째가 새 도서관 건물에 대해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출 참고 수, ,
서 정기간행물 등 기존의 부서들을 대신할 부분들을 설정하여 간단하게 재조직,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부를 토대로 설립된 분관이라는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혁신이 요청된다 세 번째로 학부보다는 학과에 봉사할 작은 장서를 가진 무수.
한 도서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별 도서관의 장점으로 보. , ①
다 밀접한 단위로 이용자들 특히 신입생들 에게 덜 위협적이다 모든 유형의, ( , ) . ②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한 주제분야를 조사하기가 더 쉽다 대학의 교. ③
과과정이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앙화된 도서관

보다 이러한 목적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제전문. ④
가가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다 주제분야서지를 편집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⑤
있다 직원전체에 대한 자극과 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공간을 창출할 것이라. ⑥
고 말하고 있다.23)

20) Kikuchi, Shizuko, “The subject specialist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and
박종근 역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주제전Information Science, Vol. 15 (1977)pp. 85-95. . “

문사서 국회도서관보 권 호,” 16 3 (1979) p. 15.
21) John V. Martin,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econd
su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996) p. 163.

22) 이수상 대학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자료집, “ ,” 33
(1995.9) pp. 119-135.

23) N. I. Onyechi, “Full academic status for Nigerian university librarian, through the
divisional library/ subject specialist plan,” Libri. Vol.25, N.3(1975) pp. 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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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안영주의 연구1966 24) 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제형 참고 봉사에 관한

연구는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대학내의 변화들 즉 참고질문의 주제화 세분화, ㆍ

그리고 전문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 즉 보다 적,
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서로 맞물리면서 년대 들어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90
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제관 형태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주제관 형태의 서비

스가 학술 및 대학도서관에 적합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제관 형태의

참고봉사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
른 도서관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그리고 도서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 대학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제관형태의 서비스란 각각의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 ,
문을 구분한 다음 이곳에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배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
수 있는 주제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사서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주제별 요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제관형태의 구체화된 방법은 그 대학도서관의 현실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 계획되어질 때만이 최,
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관형태 참고서비스를 위한 조건3-2.

조직의 변화3-2-1.

대학도서관 조직이란 도서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직원들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학하게 규,
정 위양 하여 각 직무의 제관계를 종합적으로 확립한 인간행동시스템( ) ”委讓ㆍ 25)
이라 할 수 있는데 도서관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자동화와 전산화의 도입으로

반복업무와 수작업 시스템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경영경비의 절감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봉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가능성의 제기와 도서관

운영의 시각이 이용자중심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대부분 이용자 봉사를 우선으로 하,

24) 안영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 도서관. “ ,” 109(1966) pp. 5-8.
25) 윤희윤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선모형연구 도서관학 집, “ ,” 22 (1992)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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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도서관측의 자료관리나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한 관료적이고 획일

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어왔고 이에 따라 부서화도 자료유형별이나 기능별로 나, ,
뉘어져 왔다.
즉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입수되는 자,
료에 대한 처리와 자료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이러한 조직유형은 자료의 보관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특정주제의 자료가 분산 비치되어 이용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특정

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함과 시간적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효과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따라서 도서관은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런 대안의 한 방법으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특성상 그리고 정보기술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전문화 세분화되어가는 요구에 효과적으로ㆍ

대응하기 위해 주제나 학과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 강진백은 도서관조직의 개편을 주장하며 이용“
자군과 주제군에 알맞는 학문영역에 따른 부문화에 자료의 유형과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가미한 측면적인 조직구조 즉 전통적인 수서 정리 대출 참고 연속간, , , , ,
행물 등을 개편해 인문과학자료실 의학자료실 법률자료실 농학자료실 고서실, , , , ,
시청각자료실로의 일대변혁이 필요하다.”26) 고 주장했고 한상완, 27)은 도서관이

폭넓은 참고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분산화되는 경향을 띄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
라서 참고업무 뿐 아니라 모든 열람업무가 주제별 열람실로 분산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인문과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로. , , ,
나누고 모든 일반도서관 자료를 분산하는 형태의 도서관 경영을 주장하였다.
또한 마틴 이 영국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경향을 년과, (John. V. Martin) 1982
년에 비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직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기능별1996 ,

범주가 개 도서관 선임직원들은 주제에 의해 나누어진 기능을 수(Functional) 6 ,
행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어지는 나머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원적 범주가 개 도서관 선임직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주제(Dual) 29 ,
에 의해 분할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는 한가지 또

는 그 이상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혼합형 이 개 도(Hybrid) 4
서관 선임직원들 대부분이 주제에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보,
조직과 사무직의 지원을 받는 중간등급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단계3 (Three-tier)

26) 강진백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방안 도서관 권 호, “ ,” 49 1 (1994) pp. 94-112.
27)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활동 영역확장론 도협월보 권 호, “ ,” 13 6 (1972.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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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개 도서관 선임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중앙도서관과 완벽하게2 ,
기능적 위치적으로 분리된 주제전문팀이 있고 이 팀들은 중앙화된 기능들을 수

행하는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되는 주제구분형 이 개 도서관이(Subject divisional) 3
었다 이는 년의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주제사서들이 주제를 근거로. 1982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이원적 단계 주제구분형 범주가 개에서 개로 늘3 28 34ㆍ ㆍ

어난 반면 주제사서가 전혀 없거나 또는 주제를 근거로 한 책임들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기능별 혼합형 범주가 개 도서관에서 개 도서관으로 줄어든 결과33 10ㆍ

를 보였다.28)
이 결과치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영국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계속 주제구분

형 도서관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혼합,
형 범주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모든 대학이 주제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기능적 조직을, 2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고봉사의 기능만을 강화해 정보자료 즉 단행본 참고도서, , ,
연속간행물 혹은 논문을 주제로 구분하고 주제사서가 이를 토대로 주제서비스,
를 수행하는 혼합형 또는 과도기형( )29) 과 일체의 도서관 자료를 주제로 나누고,
인원도 주제관으로 나누어 배치해 각 주제관에서 모든 도서관업무를 별도로 수

행하는 완전주제형30)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현대 도서관이 이용자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일종“
의 주제별 전문화는 약간의 문제점31)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

한 방안이 될것이다.”32) 전체적인 모형은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모든 도서관업무

가 분리되는 완전주제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대학 도서관 현실과,
물리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능별 조직을 전체조직의 틀로 유지하면서 봉

28) John. V. Martin, op. cit., p. 164.
29)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제외 가 이형( )
태를 취하고 있다 참고로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다.
음과 같다.
계명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주대 충, , , , , , , , , ,
남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년 월부터 예정 총 개대학, , (2000 9 )-( 13 )

30)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모든 도서관 자료를 각 주제로 구분하고 일체의 도서관업무 수, (
서 정리 를 각 주제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

31) 예를 들어 자료의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점 특정자료 통계자료나 여러 분야에 걸(① ②

쳐 있는 자료 등 가 인위적인 자료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문분야의 주제사서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질문할 분야가 애매할 경우 이용자③ ④

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⑤

할 수 있다.
32) Marie Angela Bastiampillai and Peter Ha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37.3 (1987.9)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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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기능 즉 참고봉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주제별 부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제사서의 양성3-2-2.

다양한 전자도구들의 개발로 인한 정보접근의 다양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그,
리고 이용자의 정보접근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적절

한 자료의 선택문제 등으로 미래 사서역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으로 주제사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서구의 이론과 우리. ,
도서관현장을 그대로 비교함으로써 서구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추상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 직접 응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제사서가 요구되는 시점

이지만 기존의 침체된 장서를 가지고 전문연구에 종사하는 이용자에게 할 수,
있는 봉사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
서관은 장서구성과 봉사에 생명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사서의 자질을 높여야 한,
다 즉 사서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며 단순히 일반사서로서의 소양뿐 아니라. ,
주제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한 주제분야나 관련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주제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한 주제전문사서를 길러 내야 한다.33) 물론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주제사서의 양성이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서관이 미래의 정보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
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주제사서의 도입과 관련해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가 제정한 한국도서

관기준34) 내의 대학도서관기준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대학
도서관 이외에 연구직으로서 주제전문가를 적어도 단과대학 명 수준으로 둘 것1
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전문가는 주로 도서관 이용지도 독서지도 자. , ,
료의 분석 서지적 연구 참고문헌 선정 지도 및 해설 논문작성지도의 책임, , , “ ”
외에도 교과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권장기준에, .
따라 비슷한 형태로라도 바뀐 대학도서관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주제사서의 필

요성과 역할을 제기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또한 이용재. , 35)는 맥

33) 공민성 김세진 대학도서관 정보봉사를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고찰 숭의여전, , “ ,”
문헌정보학연구지 제 집21 (1995) pp. 104

34)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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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주제배경의 일반상식을 풍(A. L. McNeal) “
부히 갖춘 소위 주제일반사서 이지 한 주제분야의 석사학위(Subject Generalist)
이상을 가진 고도의 주제전문사서가 아니다 란 말을 인용하며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사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사서는 대체로 포괄적인 주제분야

예컨대 인문 사회 자연과학 자료를 담당한다 즉 담당분야의 이용자 및 서( , , , ) ,…

지 연구 출판동향의 파악 참고봉사 자료선정 및 장서평가 활동을 통해 담당, , ,
주제분야의 서지적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인력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사서가 특‘ ’ ,
정 학문분야의 학사 이상의 주제배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이런 주장과 함께 주제.
사서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
대학도서관 근무경력이 년이상 되며 주제서비스에 적성이 있는 이3 ,

둘째 사서자격증 급정사서 이상 을 소지하고, (2 ) ,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

셋째 문헌정보학 학사로서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타 주제분야, ,
이용연구 또는 장서 서지연구를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ㆍ 36)

하지만 지나치게 주제사서의 기준을 국내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추려다 일반,
사서와의 차이에 있어 모호해진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학도서관 근무경력 년. , 3
이면 대체로 한부서에서의 경력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기준이 주

제서비스를 감당할 정도의 연륜과 경력이 되는가하는 문제와 이 정도의 기준으

로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교과과정에 대한 깊이 있고 효과적인 협력과 주

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점이.
있지만 보다 현장 사서의 자기개발과 도서관의 분발을 통해 제대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주제사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학을 졸업한 이가 도서관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대

학도서관의 이용자 즉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들을 상대로 진정한 의미의 참고, , ,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 필요.
한 사서는 대학 대학원생 또는 교수들과 상응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지녀야,

35)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집, “ ,” 29
(1998) pp. 282.

36) 이용재, < >, p. 282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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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전제된다.37)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주제분야를 담당하는 주제사서가 되기 위해 다른 분,
야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으며 주제사서를 특칭하,
여 모집하는 도서관도 없고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주제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특별히 운용해온 것도 아니며38)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사서의

양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만을 신경쓸 정도로 한가롭거나 현실적 여건이 성

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대학당,
국의 도서관에 대한 비중이 말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현실적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사서의 업무개발과 계속교육은 현대 대학도서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뜻있는 사서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그것마저도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39)
그렇다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주제사서의,
양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딜론 은 도서관학 교육기관이 일반사서 를 기르는 현행(R. H. Dillon) (generalist)
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 전문주제에 정통하며 도서관학 교육을 받는 전문

가 를 기르는 혁신적인 제도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것(specialist) .
은 특정 주제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입학시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주는 교육제도를 도입하던지 현행 교육제도를 보완하여 도서관학 석사학위 이,
후과정을 도입하여 여기에서 전문주제분야의 지식과 서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여 주제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40)
안영주는 초기에 그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주제분야의 대학원 출신자로 학업“
이 우수하고 도서관봉사에 적성을 가진 자를 도서관조교로 채용하고 일정한 기

간 도서관 실무경험을 갖도록 한 후 도서관학 대학원과정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장차 도서관교수로서 교수진과 동등한 승진과 지위를 보장해 주도

록 하는 것 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석사학위 소유자가 대” . ,
학도서관으로 올 정도로 대학도서관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문제점과 그 정도의

인력에 대한 대우를 도서관이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선진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37) 조영자 한국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자격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집, “ ,” 5 (1989) p. 181.
38) 이용재, < >, p. 303.前揭書

39) 이용재, < >, p. 286.前揭書

40) Richard H. Dillon, “The Phantom of the Library : The Creative Subject Specialist,”
Library Lectures, No.9-16. ed. Caroline Wire(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Library,197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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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도서관이 신축된 후 효과적인 주제별 봉사형태를 갖추기 위해 주

제배경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41) 을 보면 기존 사서들 중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서양성제도의 핵심인 도서관학과 출신의 주제배경이 문제가 되며 학

부에서 주제전공을 가졌더라도 도서관적인 지식기반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해.
결을 위해 기존 사서들에게 다른 학문의 전공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도서관업무의 특성에 맞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신, ,
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서들의 주제배경을 고려하여 미비한 주제

분야의 사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
즉 현장사서를 다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주제사서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과,
주제사서를 채용하는 분위기조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학자들의 주제사서 양성에 관한 방법들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한국적 상황에서 주제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도서관학계와 대학도서관현장이 연계된 산학협동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즉 현장 사서들을 정규 대학원 석 박사과정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 ㆍ

는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사서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현장에서 계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과 이론을 결합한다는 의미 이상의 성격.
을 가지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계와 현장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며, ,
현장에 있는 사서를 주제사서로 육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의 대학원과정에 각 대학별로 특화된 주제서지분야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별로 한 두개의 주제서지 과목을 운영. ㆍ

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관한 주제사서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 즉 어학 문학. , , ,
공학 좀더 세분화 한다면 법학 경영 경제 의학관련 주제서지 과목을 개설하, , , ,ㆍ

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주제사서를 양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헌정보학의 미래를 위해 문헌정보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

41) 박상배 대학도서관의 봉사형태의 새로운 방향모색 계명대학교 신축 중앙도서관을 중, “ :
심으로 도협,” 4(1993.12) p. 55.



98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셋째 이런 노력들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주제사서들간의 협력망을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각 주제와 관련한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라인을 공식화 한다면 주제형 자, ,
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주제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

적으로 축척하고 있는 나 주제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주제사서가 보다Know-how
한단계 높은 주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주제사서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워크샵 및 정기적인 을 구상하고 연락망Round-Table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변화3-2-3.

도서관의 주제전문환경으로의 변화 그리고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는 결국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도서관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과 지

도 상담기능을 포함하며 다각적이고 다양하게 개발, , 42) 되어지고 시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히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서비스의 주제적 세분화 그리고 질적

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의 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보원 자체가 복잡 다양하게 새로운 형태로 폭증하고 있어 이를 설,
명해 줄 전문가 즉 사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경향에 따라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43)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로 볼 때 실제로 도서
관들이 진정한 학문연구의 온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느냐

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도서관의 이용은 부진한 상태에 있다 도서관 이용이 활.
발하다는 것은 결코 이용자들에 의해서 열람석이 꽉 메워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도서관내의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의 여부에 달려있음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사장되어 이용.
되고 있지 않은 좋은 참고자료들을 교수나 학생들의 학문연구활동에 최대한으로

이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44)

4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 차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 개최한 워크샵에14
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요구도 분석 이란 주제로 발표한 글에서 서비스의 다양한 방법“ ”
들을 서강대의 예를 들어 발표한 바 있다.

43) Larry Hardesty, et al., “Library-Use Instruction: Assessment of the Long Term
박온자 참고봉사의 이론적 고찰 국회도Effects,” CRL Vol. 43, No.1,(Jan., 1982) p.38. , “ ,”

서관보 에서 재인용186(1986.8) p. 17
44) 최은주, < >, p. 23.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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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오리엔테이

션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45) 이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되리라는 것은 현

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구나 도.
서관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그런 노력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및 이용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도서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서 연구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깊이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지교육까지 즉 도서관교육 과 정보이용교육, (Library instruction) (Bibliographic
그리고 정보관리교육instruction),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46) 으로

나누어 이용자층과 정보의 종류 주제의 구분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개발,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학부생의 경우 과제물 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원생의, ,…
경우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직접 구해주는 것보다는 정보검색 방법을 교육하고

적절한 서지 또는 정보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47) 가능하다면,
몇몇 대학48) 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규과목에 도서관 이용에 관한 과목을
채택하여 교육하는 것도 바람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수들과 도서관과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설정할 다양한,
방법들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 교육수준을 한단계 발전시켜 교. ,
수들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킬 방법을 모색함으로

써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교수들에게 수업.
을 단순한 주입식에서 다양한 도서관자료를 연계해 최신의 그리고 다양한 자료

45) 최은주의 분석에 따르면 년 전국적으로 장서수 만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98 20
관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고자료가 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66 , CD-ROM
에 대한 이용자교육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곳 에 지나지8 (14.8%)
않았고 수시로 원하는 이용자에게 교육한다는 대학도서관이 곳 을 차지했다 그, 22 (40.8%) .
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유인물로 대체 곳 하거나 아예 없는 곳 곳 도(18 , 33.3%) , (6 , 11.1%)
있었다. ,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업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현황분석 한“ CD-ROM ,”
국문헌정보학회지 권 호32 2 (1998.6) p. 47.

46) 신숙원 이순자 공저 학술정보활용법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 , 1998) pp. 24-25.ㆍ 「 」

47) 이용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 : ,”
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1999) p. 81.

48) 교양과목에 도서관이용에 관련한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강남대 건국대 경성대, , ,
대구대 덕성여대 서강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총 개 대학이다,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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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

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측면에서는 도서관의 위상을 높.
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서의 교육적

동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교수 개인별 관심주제 및 연구분야를 파악해 도서관에 입,
수되는 자료에 대해 목차속보 를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Contents Sheet Service) ,
서비스SDI 49) 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가능한 주제사서가 개인별 홈페이,

지를 운영함으로써 주제관련 서지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사이트를 소개하며 신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질문을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들은 주제화된 도서관환경에서 보다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건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은 철저한 이용자에 대한 파악,
과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대학과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되어져,
야 한다.
더구나 각 주제관별 특성화된 교육을 주제사서의 주도하에 개발하고 이를 이

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 형태 서비스 현황3-3.

자생적이고 내부적 변화에 의해서라기 보다 외부적 요인들과 정보환경의 변화

에 따라 시작된 도서관조직의 변화는 실제로 정진식에 의해 년에 조사1986 50) 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실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에 위치한 개 대학. 15
도서관을 선정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제별로 참고자료실을 운영하는 도서관

이 개 도서관 이었고 단일 참고봉사실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개 였4 (27%) , 11 (73%)
다 물론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 ,
주제형태의 참고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선진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

지만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의 척도는,
될 수 있다.

49) 선택적 정보제공 최신정보주지서비스의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
일종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정보를 키워드로 표현한 프로파일을 미리 컴퓨터에 기

억시켜 새로 발표된 논문이나 자료 등 방대한 정보 중에서 프로파일로 등록된 주제내용

을 포함하는 문헌을 자동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배포 제공하는 업무 사공철 등편, : ,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1996) p. 202.「 」

50) 정진식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현황분석과 중요성 고찰 국회도서관보, “ ,” 183(1986.2) p.
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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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년 정진식의 조사를 기초로 년 현재 주제관을 운영하며1986 1999
주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수를 볼 때 년의 시차를 계산한다면 거14
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에 의해 영국 대학도서관을. Martin
조사한 결과치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년과 년을 비교 조사한 그의 결. 1982 1996
과를 보면 주제사서들이 주제를 근거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도서관 범주가

개에서 개로 늘어난 반면 주제사서가 전혀없거나 또는 주제를 근거로 한28 34 ,
책임들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범주가 개 도서관에서 개 도서관으로 줄어든33 10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치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 도서관.
발전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변화 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강혜영의 논문51)을 기초로 재조사한 결과 년 월 현재 대학도서관중 주2000 1 ,
제관을 운영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곳은 개 도서관 표 으로 파악되13 < 1>
었다.

표 주제관 운영대학 및 주제구분< 1>

　 계명대 부산대 서강대 셩균관대
세종대

년(2001

예정)

숙명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전남대 전주대
한국

교원대

한양대

년(2000

월예정9 )

주

제

구

분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어문학

인문과학

과학기술

예 체능ㆍ

종교 철학, ,
총류

이공 인문,
사회과학

동양학

인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 체능ㆍ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 체능ㆍ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 사ㆍ

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서양서

교육정보

어문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예술 체육ㆍ

서지

총류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체ㆍ

육 교육ㆍ

이 수치는 이제까지의 느린 변화와는 달리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는 별도로 몇몇 대학에서 이와 관련한 조직구조개편에 따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었다.
또한 각 주제관에 주제사서는 대체로 명을 두고 있었으며 명까지 두고1 , 2 4∼
있는 도서관은 주제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수서 정리 등 주제서비스를,
위한 부수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경우였다 이는 주제관에 근무하는 주제사서의.
업무유형 표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제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형< 2>
태는 대체로 전통적인 기능조직을 유지하면서 참고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는 형태

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적요소가 충족되고 여러 제반 문제들의. ,

51) 강혜영, < >, p. 26.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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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선행되어진다면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수서정책에 반영,
하고 충원되는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케하는 정리업무 등 일체의,
업무가 주제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지만 현재 대학도서관의 현,
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 상황에서 이용자봉사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상황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표 주제관 업무유형< 2>

업 무 유 형 대 학 도 서 관

이용자봉사만 담당
부산대 서강대 세종대 인제대 전남대, , , , ,
전주대 충남대 한양대. ,

이용자봉사 자료선정 담당, 원광대

이용자봉사 자료선정 정리담당, , 계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국교원대, , ,

또한 각각의 주제관으로 나뉘어진 자료의 종류를 보면 표 과 같다, < 3> .

표 주제관 자료의 종류< 3>

주제관 자료의 종류 대 학 도 서 관

단행본 전주대

단행본 참고도서, 계명대 원광대 인제대 성균관대, , , ,
세종대 충남대,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 서강대 전남대 부산대, ,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 ,
학위논문

숙명여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들마다 주제관으로 나뉘어진 자료의 종류

가 다양한데 이는 대학도서관들 각각의 여러 상황적 요인들과 공간문제에 따른

이유가 많았다 어찌되었든 단일 주제분야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 공간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자료의 성격상 관리의 효율성 문제,
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개별 대학도서관의 상황 즉 주제. ,
별구분 건물공간 사서인력 시스템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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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용자들의 주제별 자료실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각 주제자료실 공간이, ,
충분히 넓으며 자료유형별 담당인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유형의 자료를 주제별, ,
로 구분하는 것이 주제별 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
지만 주제별 구분을 세분하고 각 주제자료실 공간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면 주제별로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리상의 효율성 문제를 들어,
자료를 유형별로 나누고 시스템상에서 주제별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2)

그렇다면 이런 주제관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
이는 주제자료실로의 변화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명, , 75
의 응답자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명 가 불편하다고 답하고 있(49%) , 10%(17 )

다.53) 또한 서강대학교에서 년 월에 조사한 이용실태조사1998 11 54) 에 따르면 주
제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명77.1%(517 ),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명 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4.1%(28 ) .
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대체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제적

관심에 주제자료실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주제형 참고봉사 서비스를 위한 제언4.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주제형 참고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참고봉사의 틀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제관별 특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학도서, . ,
관이 주제전문사서를 관련학과에 파견하여 이용자와 접촉하게 하고 그 결과 이

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에 관계된 정보관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적극적인

정보정신에 근거55) 해 학과나 교수와 연계해 주제형 참고서비스를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 이런 시도. 56)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52) 강혜영, < >, pp. 30-31.前揭書

53)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 (1998)「 」

54) 서강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1998)「 」

55) 최선영 한국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 ,” Vol.4(1987.3) p .239.
56) 서강대학교도서관에서는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학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소개 및 이용법 그리고 논문작성법까지 강의를 담당해 주고 있으며 이런 주제별 특강시,
에 주제접근을 돕기위한 서지도구 예 영문학 영어학 관련 정기간행물 및 참고도서목록( , ,
등 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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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화된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시도는 각 주제별 정보검색특강으로 시도되어 질 수 있고 주제관별로,
만들어지는 특화된 즉 주제서지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

둘째 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제자료관 운영을 효과적, Student Assistant .
으로 하기 위해 많은 주제사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적절한 수의 사서인

력과 보조인력의 부족이다 이는 주제사서가 원래의 목적인 주제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란 특성을 활용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용자들이 주제사서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케이츠. ,
의 참고질의 문답의 종류(W.A. Katz) 57) 중 정진식의 조사58) 에서는 지시형 및

즉답형 질문만을 처리하는 도서관이 학교 나 된다는 사실과 서강대에서87%(13 )
의 최근의 조사59) 에서도 보여지듯이 각 주제관의 참고질문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특수한 주제관의 부수적 업무 문헌복사 서비스 부록테이프대여( , Scaning ,
등 를 제외한 전체질문 중 방향지시형과 즉답형질문이 건으로 를 차지) 212 60.5%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를 주로 활용하는 미국 대학도서. , Student Assistant
관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지적 수준에 있는 에게Student Assistant
질문하는 것을 더욱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참고질문중 방향지시형, ,
즉답형 질문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참고질문의.
건수도 정도 증가하였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참고질문 처리건수도 배 이상, 2⅓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60) 이는 이용자들에게 질문환경을 보다 편안하

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와 인력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내의 대학도서관의

57) 케이츠 는 참고질문을 다음의 가지로 구분하였다(W.A. Katz) 4 .
지향적 질문 특정자료가 소장된 곳을 지적해 주거나 사서가1. (Directional Question) : ,
직접 자료를 찾아 주거나 이용자를 자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 .
즉답형 질문 조사활동이나 오랜시간의 심사숙고가 필2. (Ready- reference Question) :
요없이 손쉽게 해답이 가능한 참고질문

특정조사형 질문 문제해결을 위해 한두개의 고정사실3. (Specefic Search Question) :
이상의 내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이용자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나 강연준비

등 특정한 논제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즉답형과 연구형 질문의 중간형

태

연구조사형 질문 많은 특수자료 전문자료를 요하는 경우로 막4. (Research Question) : ,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지 또는 기사초록의 형태로 작성하며 더 나,
아가 탐색한 자료의 평가 내지는 해석까지도 제공하게 된다.

58) 정진식, < >, p. 54.前揭書

59) 서강대학교 도서관 각 주제관 참고질문 통계, (1999.11)「 」

60) William F. Heinlein, “Using Student Assistants in the Academic Reference,” RQ
15(Summer 1976)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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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훈련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 Information Desk .
한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보면 도서관이용에 관한 질문장소로 대출반납카운터와,
도서관 출입구를 가장 많이 전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 55%) ,
치는 각 주제별 자료실 보다도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41%) .61) 또한 서강대,
의 조사에서도 전체응답자의 가 대출실 및 건물출입구에서 도서관이용에46.2%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제별 참고실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41.7%) .62)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건물입구에서 이용에 관한 질문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 출. ,
입구 즉 도서관을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
이곳에서 단순한 질문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 질문을 처리하고 이들을 주제에,
따라 각 주제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63) 는 도Information Desk
서관에 들어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서들로 하여금 이용자

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참고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사서들이 이 데스크 업무의 중,
요성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는 주제별 자료실 조직을 보완하면, Information Desk
서 서비스의 폭을 상당히 확대시킬 수 있다.64)

넷째 주제사서간의 협력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은주, . 65) 의 조사에서도 보
여지듯이 사서들이 날로 늘어나는 참고용 의 사용방법이나 주제와 관CD-ROM

61)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前揭書

62) 서강대학교 도서관, < >前揭書

63) 계명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대출 반납코너 옆에 를 설치하고 사서들이information deskㆍ

교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이용상담코, ‘ ’
너를 두고 주제담당사서가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도 제. 1
주제관 층 로비에 종합안내 상호대차 지정도서제 등을 담당하는 를1 , , information desk
설치해 두고 있다.

64) 강혜영, < >, p. 42.前揭書

65) 최은주, < > pp. 42-43.前揭書

참고사서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의 검색기법 습득 경로 중 제품의 안내서나 매CD-ROM
뉴얼을 통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급업체의 교육이나 강습(64.8%) ,
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였다 하지만 동료 사서들로부터 라는 응답이 로 나타22.2% . 13.0%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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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자료 및 를 축적하고 조사 연구하는 기간이 각각의 개인에 의Know-how ,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빠른 시간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제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주, ,
제관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며 각각의 사서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
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협력망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참고봉사업무에 전자매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전자매체에 더욱. ,
더 익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자매체를 활용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전

개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에 관한. ,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을 통한 참고봉사를 구현한다거나 전자매체를On-Line ,
이용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SDI
필요가 있다.

여섯째 효과적인 주제서비스를 위한 계속적인 재평가와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
즉 알루리 가 참고과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 스탭핑 리더쉽과 정, (Rao Aluri) “ , ,
책에 있어서 변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이들 변화는 참고봉사를 평가하고 개,
선하기 위해서 참고과정을 계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66) 고 말한 것처럼 외

부 정보환경 및 주제환경의 변화 도서관 상황적 요소 사서개인의 적성 등에 의, ,
한 변화를 예상하고 이를 적절히 재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극대화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말한 사이클PDCA 67) 과 같은 주제서비스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및 조정이 효과적인 주제서비스의 유지와 적절한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 론.Ⅴ

66) Rao Aluri “Improving Reference Service : The Case for Using a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Method,” RQ 33, No.2(Winter.1993) p. 222.

67) Ibid., pp. 230-231.
그는 계속적인 참고봉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계획 실행 확인 활동(Plan), (Do), (Check),

의 절차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Act) . , ,
계획을 실행하며 계획된 개선방법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또 다음 개선, ,
을 계획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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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일련의 변화 즉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제관형태 서비스로의 변화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양하게 논의되어지고 연구되어질 부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주제관형태를 고안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진 주제관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준비상황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은 단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진 것일 뿐이다.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적절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도서관이 정보봉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자 도서관이 미래에 정보의 인프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즉 전산화되고 다양화되는 정보매체로 인해 타학문과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써 전산 관련 학과로부터의 정보분야 흡수문제와 직무영역이 겹친다고 하여 전,
산 관련 부서와의 통 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식으로든 문헌.
정보학과 도서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의 핵심이자 이용자를 대하는 도서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참고봉사는 각각의 도서관 현실과 외부적 상황 그리고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곧 대학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는 길이자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는. ,
물론 도서관 자체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연, .
구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도서관현실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

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많지 않았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성 또한 필요한 시점이

다.
따라서 결국 이 논문도 적절한 지원과 외부시각의 변화를 지적하기보다 도서, ,
관내의 변화와 책임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을 강조한 것이 되어버렸다, .
그러나 현실적 상황만 이야기하고 외부의 지원만 기대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면 더 큰 악순환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결국 주제관으로의 변화가 도서관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겠,
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상황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런 방법의 하나,
로 제기되고 있는 주제관형태로의 변화는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움직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들과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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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은 대학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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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의 취지와 목적1.1

오늘날 미국의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검색기술을

교육하면서 이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의 내용과 이용법. CD-Rom
을 가르치고 하이퍼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다중문화, ,
적 학습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이용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모든 교육과정을 설계,
하여 전문가를 위한 시스템 을 개발하고 대학의 교육과정개편위(expert system) ,
* 삼육대학교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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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참여하며 교수들과 상호협동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1) 사서의 역

할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지식의 확장 전문영역의 세분화 전문직업인, ,
의 요구 대인구의 양적 증가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인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범국가적인 교육의 방향은 교재중심 교수중심, ,
강의중심의 강의방법에서 과제중심 학생중심 대학도서관 이용중심의 강의법으, ,
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주적인 학문연구와 자율적인 학습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2)
이러한 추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데 특히 특정 학문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생들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며 지식탐구와 학문연구의 수준을 높

이는데 필요한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한 예로서 년에 우리 나라 최초로 대학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1975
한 교양선택과목으로서 이용자교육 강좌가 서강대학교에 개설된 이래 여 년이20
지난 지금껏 소수의 대학들만이 유사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여건이므로 대부분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직능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서도 많지 않다, .
주제전문사서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문헌정보학 이.
수과정이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서들이 학부에서.
이미 나름대로의 전공을 수학한 이후이므로 학부전공 및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서의 전공을 배경으로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부 또는 전문대학에서부터 문헌정보학 과정이 시작된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사서들은 다른 분야의 전공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성 또는 주제배경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
건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직 사서에게 있

어서도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개념 인식이 없거나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대학도.
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는 나이지리아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일반사서와 주제전문, A. Ochai

1) Sonia Bodi (1988). “Critical Thingking and Bibliographic Instruction: The Relationship”
Journal of Academic Libarianship 4: 150-153.

2) 김병주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미국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1998). “ : ,”
블리아 제 집9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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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차이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주제전문사서의 적극적인 채용과 전반적,
인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3) 비록 부족

한 면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도 주제전문사서가 하나의 별

도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했던 우리 나라의 현실과 대조되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도서관의 보다 수준 높은 연구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과 역할을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가설1.2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이용자 인식 이용자교육 등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
수집하고 이들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전문사서의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주제전,
문사서의 정의와 그 역할 및 구비요건에 대한 조명을 한 후 대학도서관 이용자,
들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대학도서관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

해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모른다(1) .
학생들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부족은 교수에게도 원인이 있다(2) .
이용자들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부족은 도서관 이용빈도와는 큰 관(3)
계가 없다.
이용자의 이용유형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계가 없다(4) .
이용자들은 주제전문사서의 개념은 몰라도 그 기능은 필요로 한다(5) .
주제전문사서는 자질과 자격상의 신뢰감이 요구된다(6)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7) .

3) Adakole Ochai (1991). "The Generalist Versus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
Critical Choice for Academic Library Directors in Nigeria",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3(2) :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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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제한1.3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연구의 초점이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

고 원인규명 및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조사의 표집단을 삼육대학교 학생이라는 특정대상으로 국한함으로써 조사

결과 및 분석에 있어서 보편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2.
주제전문사서의 유래와 용어사용2.1

사서의 기원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주제전문사서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는 당시의 대. C. A. Crossly
학사서들은 사서 자신이 법학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사서(scholar-librarian)
들이었으며 그 전통은 금세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4) 즉 학자사서의 개념은,
서양학문의 위대한 중심이었던 소르본느 옥스포드 캠브리지(Sorbonne), (Oxford),

부다페스트 레닌그라드 및 비엔나(Cambridge), (Budapest), (Leningrad) (Vienna)
등의 대학들에서 이미 오랜 전통을 갖고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들 학자사서들은,
높은 평판과 빛나는 정신으로 자료의 수집 및 조직 운용으로 동료와 학생들에,
게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5)
특히 독일의 대학도서관계는 주제전문화라는 전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자사서 제도의 특징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제전문.
사서를 혹은 라고 하며 그 기원은 나폴레옹 시대‘Fachreferent’ ‘referent’ ,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서독에서 년대(Napoleonic era, 1806 1814) . 1900∼

초부터 주제전문사서가 대학도서관 기능의 일부가 되었으며 년까지 서독의, 1960
개 대학도서관에는 평균 개 분야의 주제전문사서 팀이 고용되었다18 8 .6)

4) Charles A. Crossley (1974).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cademic Library: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 26 : 236.

5)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학(1997). .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6)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1998). “ : ,”
사회과학연구 제 권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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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대학도서관장은 전통적으로 그 자신이 주제전문사서였으며, 1960
년대부터 주제전문사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C. A.

는 영국에서 주제전문사서제도가 시작된 것은 제 차 세계대전 당시로Crossly 1 ,
영국의 화학산업에 대한 기술과 관련하여 실험에 몰두하는 연구자와 별도로 문

헌에 관한 정보서비스를 담당할 가 출현하면서부터였다고 하Information Officer
며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주제별 부서, 1 (subject

를 두기 시작했고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department) , 2 University
에 주제별자료실이 설치되었다고 한다College London .7) 이처럼 각 지역학교나

사범대학을 종합대학 수준으로 높여가면서 주제서지 과정이 확대되었다 약. 20
여년 이후인 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제도는 확고해지게 되었는데 년 페1960 1964
리고등교육위원회는 영국의 모든 대학도서관이 주제전문사서를 두도록 권고했으

며 년까지 개의 영국 대학도서관이 주제전문화 교육과정을 설치하였고, 1975 20 ,8)
현재 다수의 대학도서관이 주제전문화 형태로 조직되었다.
미국에서는 듀이 가 콜럼비아대학 도서관에서 명의 주제전문사서를(Dewey) 2
채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세기 후반부터 실제로 주제전문사서 제도가 실시되19
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년대 말까지 미국의 대학도서관 기구에서 학과를. 1930
구분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적어도 개의 대학도서관이 학과를 구분하, 26
였으며 제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제서지가 라는 직위가 생, 2 ‘ (subject specialist)’
성되었다 이후 다소 침체상태를 보이던 주제전문사서 제도는 년대 중반에. 1960
견실하게 발전되었다.9)
이처럼 사서가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봉사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봉사정신에 근거”10) 를
두고 있는 주제전문사서의 유래는 문명발달과 학문 발전에 따라 사서의 전문성

이 요구되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였음

을 볼 수 있는데 한상완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중 주제전문사서의 명칭에 관한,
부분에서 관계문헌 조사결과 주제전문가 란 명칭은 명이 사(subject specialist) 36

7) Charles A. Crossley (1974).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cademic Library: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 26 : 236.

8) Fred J. May (1990). “The Subject Specialist in the Academic Library: a Review
Articl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6 (1) Mar 90 : 11-17.

9)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1998). “ : ,”
사회과학연구 제 권5 : 5.

10)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주제전문사서 학과(1999). “ : ,
제 학생 학부제 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3(1)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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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주제전문사서 는 명 주제사서,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4 , (subject
명 서지가 명 주제서지가 명librarian) 4 , (bibliographer) 2 , (subject bibliographer) 2 ,

주제관련사서 명 정보사 명(subject affiliated librarian) 2 , (information officer) 4 ,
그리고 주제전문 참고사서 참고서지가(subject specialist reference librarian),

전문사서 주제참고사서(reference bibliographer), (specialist librarian), (subject
라는 용어를 각각 명씩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또 영국reference librarian) 1 .

의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다양한 용례를 조사한 우드헤드(P. A.
와 마틴 의 글을 인용하며 주제사서Woodhead) (J. V. Martin) , (subject librarian),

연계자 주제보조원 주제상담가(liaison officer), (subject assistant), (subject
참고사서 연계사서 독자사서consultant), (reference librarian), (liaison librarian),

등의 명칭으로도 쓰고 있다고 하였다(reader’s adviser) .11)
우리 나라에서의 경우 문헌상으로는 주제전문가와 주제전문사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서지전문가 주제별 전문사서 전문사서 전문직사서 등이 쓰이고, , , ,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제도적인 적용의 예를 찾아볼 수 없으

므로 현재로서는 전문도서관 정도에 국한된 용어라고 하겠다, .

주제전문사서의 정의와 역할2.2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는 지식노동자 라고 하였Smith (knowledge worker)
고,12) 는 주제전문사서를 도서관과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활약하는 숙련Byrd
된 조정자 해설자 또는 설명자로 간주하였다, .13) 즉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학과와,
학문 발전을 도서관 경영자에게 알리고 도서관 사정을 담당학과에 전달함으로써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며 이로 인하여 양자간의 이익을 보다 증진

시킨다는 것이다 홀브루크 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하였는데 특. (A. Holbrook) , “
정주제분야의 도서관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임명된 도서관 직원이다 이.
주제분야는 아주 세분되거나 특정한 분야일 수도 있으며 교수 학교 학과 조직, , ,
에 있어서 포함되는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넓은 것일 수도 있다 도서관 봉사를.

11)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서(1986). .
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2-43.

12) Eldred Smith (1974). “The Impact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on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Academic Research Library”, The Academic
Library : Essays in Honor of Guy R. Lyle edited by E. I. Farber and R. Walling.
Metuchen (NJ), Scarecrow Press Inc. : 71-81.

13) C.K. Byrd (1966). “Subject Specialists in a University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3)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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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고 그의 주제분야에 속한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킬

책임이 있는 주제전문사서는 다양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제전문사서는 정상적.
으로 최소한 한 주제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기술계 대학이나 대학,
교에서 도서관에 대한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14) 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

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
관 직원이라고 사전 상에 정의되고 있다.15) 전순자 임영제는 주제분야에 있어, “
서 도서관의 정리업무나 참고봉사의 일면이나 그 이상의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임명된 도서관 직원을 말한다 그는 모든 분야 혹은 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가

임명되었을 때에 그 주제에 있어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 불

가결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했다” .16)

김달식은 주제전문사서는 자료선정을 담당해 오던 종래의 서지가“
가 확대 변천되어 특정 주제분야를 위임받은 직책 이라고 하며(bibliographer) ” , “

주제분야의 일선에서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근거로 하여 가장 적합한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아울러 조직 참고봉사 자료이용을 위한 교육 및 연구활, ,
동 등 담당주제에 관하여 전반적 도서관 봉사를 책임지게 된다 고 주장한다” .17)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주제전문사서란 특정분야의 석사나 박사 또는

학사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해당분야의 자료선정과 처리는 물론 이,
용자의 연구를 위한 자문과 체계적인 이용자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이고 전문

적인 정보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 A. Holbrook (1972). “The Subject Specialist in Polytechn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73) : 393.

15)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사전. · : 340.
16) 전순자 임영제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관한 제언 국립대학도서관, (1995). “ ,”

보 13 : 202.
17)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1997). .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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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로슬리 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자료의 선정, (C. A. Crossley)
과 수집 이용자들에게 자료제공과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서지 및 참고봉사 해, , ,
당 주제분야에서의 교수와의 가교역할 수행 새로운 정보를 교수나 연구원들에,
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해당 주제분야의 서지안내 및 목록 등의 제공 해당 주, ,
제분야의 분류목록에 대한 조력 등의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7 .18)

강미혜는 주제전문사서가 본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학문연구에 효과적

으로 공헌할 수 있다면 도서관의 이미지는 당연히 향상될 것이고 사서직의 전문

성도 높아질 것이며 도서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했다.19)
김달식은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대해 문헌조사와 주제별 문헌 서비스 등의

서지적 역할 주제 관련 자문 등의 이용자에 대한 협조의 역할 정규교과목으로, ,
설정된 이용자교육 강의나 대학원생 대상의 특정 주제분야의 서지자료에 대한

강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의 강의와 교육역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도서관의,
대응 서비스 조치를 홍보하는 등의 연계역할 등 각종 정보제공의 역할 특, SDI ,
정 주제나 테마에 적절한 모든 자료와 정보의 행방을 추적하여 일정한 시간 내

에 이용시키고 또 평가하는 역할인 정보자료에 대한 최종 해결자의 역할 이용,
자에 대한 도서관의 운영이나 정책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도서관의 대표자로서

설명을 해 주는 문제해결자의 역할 등의 가지로 구분했다7 .20)
주제전문사서는 해당 주제분야의 학술적인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자신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관련 분야의 자료의 가치와 유통 자료에 대한 특징,
과 비평의 식견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자료선정 분류 서지 및 참고 업무를, ,
수행하며 특히 주제분야의 서지정보 검색과 이용자 면담 을, (consultative advice)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듯 주제전문사서는 참고사서의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제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18) Charles A. Crossley (1974).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cademic Library: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 26 : 236-239.

19)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주제전문사서 학과(1999). “ : ,
제 학생 학부제 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3(1) : 130.

20)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1997). .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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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문사서의 요건2.3

주제전문사서는 구비하여야 할 인격적 특성 또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개

발되어야 할 일반적 특질인 자질과 교육적 배경을 의미하는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질과 자격이 필요. ,
하다.
김달식은 주제전문사서의 자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21)
첫째 사서의 인간적인 면이다 즉 정보서비스에는 지식과 기술 이외의 다른, . ,
많은 요소가 있음을 자각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대화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용자,
에 대한 협조에의 성실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는 사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또는 가치평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둘째 사서의 지식 면이다 이미 도달되어 있는 상태의 것과 잠재적인 가능성, .
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주제전문사서의 현재의 학식 이용 봉사, (
대상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 과 교육의 결과 경험상 도달되어 있는 정보서비스) ,
기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 정보전문가로서의 지식 등의 정도이며 후자는 소질, ,
또는 재능으로서 특정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셋째 정신적 능력의 제요소이다 질문을 분석하고 해답자료를 추구하는 이론, .
적 사고력과 판단력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창조성 모호한 실마리를 계, ,
속 추적하는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주제전문사서가 구비해야 할 자질로서 도서관경영상에서 주제전문

사서가 가지는 역할 및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하며 분석적 사고력과 관리 능,
력 및 의사결정 능력과 함께 정열과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한다.
한편 주제전문사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데 와 은 일반적, , Kaldor Jackson
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사서로서의 이용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문헌정보학에서의 석사학위와 한 전문주제의 주제지식을 소유하고,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한 정도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용자들 즉,
학생과 교수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와 함께 학습과 연구에 동료로서 상호 참여하

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주제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고 기술했다.22)

21)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1997). .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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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와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수행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 주제전문A. Ochai
사서는 일반사서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주제전문사서는 그 자격에 있어서

주제분야 학위와 문헌정보학 학위 그리고 사서로서의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전순자 임영제는 상당한 대학수준의 주제전공 배경 석사나 박사학위 개국, “ , , 1
또는 그 이상의 외국어 실력 도서시장에 대한 지식 또는 절판도서구매에 대한, ,
지식 등은 필요한 자격요건이 된다 주제전문사서는 젊은 연구자나 신임교수에.
게 관련자료에 대한 안내나 그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

다”24) 고 주장했다.
강미혜는 현재 미국에서는 주제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와 한 분야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아울러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의 주제전문사서들은 연구원의 일원, UCLA
이 되므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는 물론이고 해당주제의 석사학위 개국어 이상, 1
의 외국어 능력 그리고 서적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도 월등해야 한다는 윌리암스 의 말을 인(Williams)
용하며 컴퓨터 관련 지식의 구비도 강조했다.25) 김달식은 주제전문사서의 교육

적 배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제분야의 석사 이

상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사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론이라고 했다, .26)
주제전문사서는 훌륭한 자질과 함께 문헌정보학과 주제분야 모두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컴퓨, 1 ,
터에 관한 지식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서로서 도서관에 재직하기

는 여의치 않은 제도적 여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자격 중 학위 면에서는 한상.
완의 주장대로 홀부르크 가 제시한 최저수준에 준한 주제분야의(A. Holbrook) “

22) Ivan L. Kaldor and Miles M. Jackson, Jr. (1975). “Education for Academic
Librarianship”, In New Dimensions for Academic Library Service, edited by E. J,
Josey, 183-209. Metuchen, N. J. : Scarecrow Press : 200.

23) Adakole Ochai (1991). “The Generalist versus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3(2) : 111-120.

24) 전순자 임영제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관한 제언 국립대학도서관, (1995). “ ,”
보 13 : 204.

25)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1998). “ : ,”
학 사회과학연구 제 권5 : 10-11.

26)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1997). .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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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위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든가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위에 주제분야,
의 석사학위나 문헌정보학 석사라 할지라도 부전공을 이수한 정도의 사서를 주,
제전문가로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27)이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조사3.
조사방법3.1

본 연구조사는 삼육대학교도서관 이용자들 명을 대상으로 무선표집 설문을100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유형의 편중을 지양하기 위하여.
기말고사 주일 전인 년 월 일부터 일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이4 99 5 17 20 .
주 야간으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조사시간을 오전과 오후 각각 임의의 시간대/
로 하였으며 이용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도서관 각 층 및 자료실별로 조사하였,
다.
설문지의 내용은 도서관 이용빈도 및 이용유형에 대한 부분 문항 과 참고질(2 )
의 경험 및 양상에 대한 부분 문항 그리고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정도에(3 ),
대한 부분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 ) 6 .
데이터의 신뢰도는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 옆에서 설명을 하면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사실적인 수준이라고 하겠다.

데이터분석 및 논의3.2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3.2.1

응답자 분포를 보면 모두 개 학과 또는 전공의 학생들이었으며 그 가운데22 ,
학년이 명으로 절반이었고 학년이 명 학년이 명 그리고 학년이1 50 , 2 15 , 3 13 , 4 13
명이었으며 대학원학생이 명이었다 학년을 제외한 학년별 분포는 고른 수치, 9 . 1
를 보이는데 표집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학년이 월등하게, . 1
많았던 원인은 도서관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년도에 증설된99
학과들이 많았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전체 응답자 분포 현황은 표 과 같다< 1> .

27)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서(1986). .
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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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도< 1>
단위 명:

학년 학기( )

학과
1 2 3 4 대학원 계

경영학과   5 2 1   8
경영정보학과   1 1     2
사회복지학과       1   1
생명자원과학부 1         1
생물학과       1   1
신학과 9   2 4   15
약학과 4 3   1   8
영어영문학과   1       1
음악교육과     2     2
응용동물학과       1   1
어학부 7         7
인문사회과학부 13         13
재활치료학과     3 3   6
컴퓨터과학과   2       2
화학과     3 1   4
관광영어통역과 8 1       9
동물자원과 2         2
유통경영과 2         2
자동차과 2         2
전산정보과 2 2       4
대학원신학과         2 2
신대원신학과         7 7

계 50 15 13 13 9 100

이용빈도와 이용유형의 상관성3.2.2

이용빈도3.2.2.1

이용빈도를 묻는 질문에 명이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명이89 , 10 1
주일에 회 정도 이용한다고 했고 기타가 명이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1 , 1 . (89%)
거의 매일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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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응답자의 이용빈도< 2>

이용빈도 응답자

거의매일 89
주일에 회1 1 10
개월에 회1 1  

한 학기에 회1  
년에 회1 1  
기타 1
계 100

이용빈도별 이용유형3.2.2.2

이용빈도와 이용유형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
답자의 경우 명이 수업과제 등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고 하였으며, 32 , 2
명은 정보검색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응답했고 일반열람실에서 숙제나 시,
험공부를 한다는 응답자는 명이었다 나머지 명은 가지 이상의 이용유형인18 . 37 2
것으로 응답했다 주일에 회 이용자 명의 경우 수업과제 등 연구에 필요한. 1 1 10 ,
문헌을 찾아본다는 응답자가 명 정보검색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응답자4 ,
가 명 일반열람실에서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는 응답자 명이었으며 이상2 , 3 , 3
가지를 모두 한다는 복수 응답자가 명이었다 이용유형을 복수로 응답한 데이1 .
터의 경우 각각의 유형을 존중하여 수치에 반영한 이용빈도별 이용유형은 표<
과 같다3> .

표 이용빈도별 이용유형< 3>

이용자 이용빈도
이용유형

거의 매일 주일에 회1 1 기타 계

수업과제 등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 5(41.7) 62(45.6) 1(100) 68(45.6)
문학작품 등 교양에 필요한 도서를 대출한다 8(5.9) 8(5.4)
정보검색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한다 3(25.0) 22(16.1) 25(16.8)
일반열람실에서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 4(33.3) 42(30.9) 46(30.9)
잡지를 보거나 담소를 한다 2(1.5) 2(1.3)
기타

계 12(8.0) 136(91.3) 1(0.7) 1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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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도와 이용유형간의 상관성3.2.2.3

이용빈도와 이용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에서 보는 바대로 대부분의 이용< 3>
유형에서 이용빈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의 경우에는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들이 약 더 많았다 이용빈도 면10% .
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보다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전체적인 이용유형 통계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는 응답,
이 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열람실에서 시험공부나 숙제를 한다는 응답이45.6% ,

인터넷 검색을 한다는 응답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이용유형의 절30.9%, 16.8% .
반 정도가 대학도서관을 독서실이나 컴퓨터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이

다 응답자의 절반이 학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도서관 효용 극대화. 1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용유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용유형과 자문요청경험 상관성3.2.3

사서에게 연구나 과제작성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경험이 있는

가를 묻는 질문에서 표 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 4> 36
응답했으며 명은 없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명, 64 . 36
에 대한 이용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는다는 경우가 명, 17 ,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경우가 명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는 경우가 명이었으3 , 4
며 명은 복수의 이용유형 경우였다 반대로 자문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명의, 12 . 64
경우는 명이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는 경우였고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경우20 ,
가 명 명이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는 경우였으며 명은 복수유형이었다1 , 17 , 26 .
복수유형의 경우 이용빈도별 이용유형 분석에서와 같이 각각을 독립적으3.2.2.2
로 반영하여 자문경험별 이용유형을 비교하면 표 와 같다< 5> .

표 연구관련 자료에 대한 자문경험 유 무< 4> /

단위 명:

자문요청경험 여부 응답자

있다 36
없다 64
기타 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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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문요청 경험과 이용유형 비교< 5>

단위 명: (%)
이 용 유 형 자문요청 유경험자 자문요청 무경험자

수업과제 등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 26(45.6) 40(41.7)
문학작품 등 교양에 필요한 도서를 대출한다 10(17.5) 3(3.1)
정보검색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한다 9(15.8) 16(16.7)
일반열람실에서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 11(19.3) 36(37.5)
잡지를 보거나 담소를 한다 1(1.8) 1(1.0)
기타

계 57(100) 96(100)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려는 이용유형의 경우는 자< 5>
문 유경험자의 수치가 높으며 반대 유형의 경우인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유형은 자문 무경험자의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을 효. ,
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연구 등에 관련된 자료에 관한 자문이 필연적임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자문결과와 이용유형 상관성3.2.4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3.2.4.1
필요한 자료에 관한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표 에서 보듯이 유경험자 명 중 명 만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했< 6> 36 2 (5.5%)
고 다소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명 그저 그랬다가 명 이었, 19 (52.8%), 11 (30.6%)
고 명 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2 (5.5%) ,
응답자도 명 이 있었다1 (2.8%) .

표 자문 결과< 6>

단위 명: (%)
결 과 응답자

대단히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았다. 2(5.5)
다소 만족스러웠다. 19(52.8)
그저 그랬다. 11(30.6)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2(5.5)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1(2.8)
기타 1(2.8)

계 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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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전체의 약 정도가 만족스러웠다고 했는데 표 에서 보듯 자문60% , < 5>
을 구했던 응답자의 경우에도 대출이나 숙제 등의 단순한 이용유형이 절반 이상

임을 볼 때 자문요청 자체가 연구형보다는 지시형의 단순한 대답을 요하는 질,
문이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표 의 결과에 나타난 만족한다는 약 의 결, < 6> 60%
과만을 보고 고무적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나름대로 도움을 청했을,
때 그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역시 참고봉사의 필요성 입증이라고 하

겠다.

자문결과의 만족도와 이용유형 간의 상관성3.2.4.2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결과가 표 과 같이 나타났다 복수의 이용유형 응답자의 경우< 7> . ,
앞에서와 같이 각각 독립적인 수치로 반영하였다.

표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유형< 7>

단위 명: (%)
만족도

이용유형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부족

매우
부족

기타 계

수업과제 등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찾아본다
2(66.7) 14(48.3) 8(47.1) 2(100) 26(48.1)

문학작품 등 교양에 필요한

도서를 대출한다
1(33.3) 6(20.7) 1(50.0) 8(14.8)

정보검색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한다
2(6.9) 4(23.5) 1(50.0) 7(13.0)

일반열람실에서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
7(24.1) 4(23.5) 11(20.4)

잡지를 보거나 담소를 한다 1(5.9) 1(1.8)
기타 1(100) 1(1.8)

계 3(5.6) 29(53.7) 17(31.5) 2(3.7) 2(3.7) 1(1.8) 54(100)

복수 이용유형을 독립수치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 비율은

표 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유형별 통계를 보면 자문결과에< 6> .
만족한다는 응답수치 명 중 인 명 이 문헌이용 또는 자료대출 등 자32( ) 72% 23( )
료이용 유형의 이용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표 의 전체 단순만족도 보, < 6> 58%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구형 이용자일수록 자문 요청에 적극적이었.
으며 따라서 그만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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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요청하지 않는 원인3.2.5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대상 명 중 자문을 구해, 64
도 되는지 몰랐다는 응답자가 명이었으며 명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응답25 , 20
했으며 사서에게 질문하기가 부담스러웠다가 명 사서가 적절한 자문을 해줄, 10 ,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명 단순한 질문에 불친절했던 경험이 있1 ,
다가 명 명은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복수 이유를 독립적인 수치로 반영하면1 , 6 2 .
표 과 같다< 8> .

표 자문을 구하지 않는 이유< 8>

단위 명: (%)
이 유 응답자

필요성을 못 느꼈다. 22(31.4)
사서가 적절한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전문성이 없어 보였다( ) 3(4.3)
단순한 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의 경험이 있다.
불친절했다( ) 1(1.4)
사서에게 질문하기가 부담스러웠다.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 13(18.6)
자문을 구해도 되는지 몰랐다.
사서의 업무인줄 몰랐다( ) 30(42.9)
기타 1(1.4)

계 70(100)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전체 응답수치 중 가 무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43%
나 도서관의 참고봉사 기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조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

가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수들의 수업방법이 다분히 주입31% ,
식이며 학생 스스로 보다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리고 가 부담스러웠다고 한 점을 주목하여. 19%
참고사서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3.2.6

정보서비스의 핵심인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묻

는 질문에 있어 전체 응답자 명 중 명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에 관련된1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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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서라고 했으며 명은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에, 25
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여 주는 사서라고 했고 특정 주제분야의 학식을 구비,
하고 그 분야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서라고 답한 응,
답자는 명에 불과했다 또 명은 도서관 이용자의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15 . 12
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서라고 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는 응,
답자가 명이었으며 기타가 명이었다 표 참조13 , 2 . < 9>
특정 주제관련 사서라고 응답한 명과 잘 모르겠다는 명을 제외한 명이15 2 83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잘 모르겠다는 명을 포함한, 2
명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의85 . < 8>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중 사서의 업무인줄 몰랐다는 응답과 관련하여 이용자,
가 고급의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대의 여지가 아예 닫혀져 있음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9>

단위 명: (%)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응답자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서
33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여 주는 사서
25

특정 주제분야의 학식을 구비하고 그 분야,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서

15
도서관 이용자의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서
12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 13
기타 2

계 100

또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표 과 같이 자문경험 유 무별로 구< 10> /
분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특정 주제분야에 학식을 구비한 자문역할을 하는 사서,
라는 응답의 경우 자문 유경험자가 로 인 무경험자보다 월등히 많은25.0% 9.4%
비율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모르겠다는 경우는 유경험자가 인데 비해 무경, 5.6%
험자는 였다 즉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자문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17.2% . ,
그 가운데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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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문요청경험 유 무에 따른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비교< 10> /
단위 명: (%)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자문요청 유경험자 자문요청 무경험자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서
9(25.0) 24(37.5)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여주는 사서
11(30.6) 14(21.9)

특정 주제분야의 학식을 구비하고 그 분야,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서

9(25.0) 6(9.4)
도서관 이용자의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서
4(11.1) 8(12.5)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 2(5.6) 11(17.2)
기타 1(2.8) 1(1.6)

계 36(100) 64(100)

한편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용유형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과 같이 분석하였다< 11> .

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과 이용유형과의 상관성< 11>
단위 명: (%)

이용유형
인식

문헌열람 도서대출 인터넷 시험공부
잡지/
담소

계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서
22(32.4) 7(26.9) 15(31.9) 44(29.3)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여 주는 사서
15(22.1) 2(25.0) 7(26.9) 12(25.5) 1(100) 37(24.7)

특정 주제분야의 학식을 구비하고,
그 분야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서

13(19.1) 2(25.0) 4(15.4) 5(10.6) 24(16.0)

도서관 이용자의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서
8(11.8) 3(37.5) 4(15.4) 6(12.8) 21(14.0)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 10(14.7) 1(12.5) 4(15.4) 9(19.1) 24(16.0)
계 68(45.3) 8(5.3) 26(17.3) 47(31.3) 1(0.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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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비교적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주제분야에 학식을 구< 11>
비한 자문역할을 하는 사서라고 답을 한 응답자가 연구형 이용자인 문헌열람

과 도서대출 유형의 경우에 단순이용자인 인터넷 및 시험(19.1%) (25.0%) (15.4%)
공부 유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지의 인식의 경(10.6%) . 4
우에도 이용유형별 비율의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제전문사서.
에 대한 인식과 이용유형간에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전반적으로 주제전. ,
문사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표 에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 8>
원인중 사서의 업무인줄 몰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 과 맥을(42.9%)
이루어 대학도서관의 많은 이용자들이 매우 단편적인 용도로서만 도서관을 이,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 나아가 학문의 질. ,
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학도서관 이용이 아쉽다고 하겠다, .

결론 및 제언4.
대학도서관은 대학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존재이유가 되는 학습활동 연구활동,
및 교육활동의 중심기관이다.28)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

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참고봉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제전문사서는 참고봉,
사의 질적인 수준 면에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로드슈타인 이 발표한 정보서(S. Rothstein)
비스의 단계 이론3 29) 즉 최소이론 과 중간이론 그리고, “ ”(minimum) “ ”(middling),
최대이론 에 비추어 볼 때 대학도서관은 최대서비스 이론에 입각하“ ”(maximum) ,
여 정보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서비스를 담당하.
는 정보사서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며 단순한 일반사서 뿐 아니라 주제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분야나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주제지식

을 갖출 수 있도록 학적 배경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

이 세계적인 추이라고 할 때 결국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여건 부적합 요인

과 함께 주제전문사서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

28)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서(1986). .
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

29) Samuel Rothstein (1961). “Reference Service : The New Dimension in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2)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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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회서 정착되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구미선진국의 경우 년대에 주. 1960
제전문사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세계적으로는.
낮은 대학수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정도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
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극대화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용자의 일

반적인 이용실태와 함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관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 명의 분포는 대학생이 명 대학원생이 명이었으며100 91 , 9 ,
모두 개 학과와 학부 및 전공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22 , .
이용빈도 및 이용유형의 상관성에 관련하여 명중 명이 거의 매일 이용, 100 89
한다고 했고 명은 주일에 회 정도라고 함으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10 1 1 ,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 연구. 46%
를 위한 문헌을 찾아본다고 응답했고 는 숙제나 시험공부를 한다고 했으며, 31% ,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응답이 였는데 이용빈도별 이용유형의 비교에서는17% ,

이내의 차이를 보여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을 검색한5% .
다는 유형은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경우와 주일에 회 이용한다는 경우가 각각1 1

로 표면적인 이용빈도와 도서관의 실질적 이용과는 거리가 있음을25% : 16%
알 수 있었다.
자문요청 경험과 이용유형과의 상관성에서는 명중 명만이 자문을 구했던100 36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명은 없다고 했는데 이를 이용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도, 64 ,
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유형의 이용자가 단순이용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형 이용자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참고봉사가 요구됨을 나타낸 것이다.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유형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자문을 구했던 응답자 중 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들을 이용유형별로 구36 58% ,
분한 결과 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형 이용자였다 즉 연구형 이72% . ,
용자일수록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가 자문을 구해도 되는지 몰랐, 43%
다고 응답했는데 도서관이용교육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
겠다 또한 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함으로 교수들의 수업방법이 다분. 31%
히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는 만이 제대로 이해15%
하고 있었다 참고봉사의 기능 자체를 모른다는 학생이 였던 것을 보면 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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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응답자들의 자문을 구했던 경험 유 무와 관련이 있는지. /
를 알아본 결과는 으로 자문요청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17% : 6%
이용자보다 비교적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과의 상관성.
조사에서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이 이용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형 이용자와 단순이용자 모두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의 핵심. ,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고급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닫혀져 있는 것이다.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의한 전자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이용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과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방법론상의 변화이며 이용교육이 참고사서의 역할과 책임의 하나라는, ,
기본적인 특징에는 변함이 없다.30) 즉 컴퓨터기술의 발달이 사서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용교육은 여전

히 오히려 더욱 필요한 것이다, .
김병주의 미국에서의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사례 연구에서 이용교육에,
있어서 이를 담당한 사서와 교수와의 상호협력이 잘 어우러졌던 것을 보게된

다.31)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여건이며 따라서 대,
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단순한 이용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도.
서관 이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이용교육

또는 정보검색론 등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학도

서관의 이용자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정보서비스의 핵심인 주제전문사서의 최대봉사를 통한 대학도서관 효용의 극대

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0) Carol Tenopir (1995). “Imppact of Electronic Reference on Instruction and Reference”,
in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ibrary Instruction. Linda Shirato ed., Pieriam Press
: 7.

31) 김병주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미국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1998). “ : ,”
블리아 제 집9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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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제 출 처1)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부 수2) : 원본 부 사본 부 및 디스켓을 제출한다l , 2 .
표 지3) : 논문 제 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 한 영문으로 표기하1 , · ·

며 주소 전화번호 번호를 기재한다, · , FAX .
초 록4)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원고작성5)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선 간격 으로 작2 (double space)

성하고 매를 한도로 한다20 .
논문구성6) :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 , .
번역논문7)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한다.
그 림8) : 그림은 이미지파일 로 제출하시거나 트(GIF, JPG, PCX, BMP, WMF)

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리시기 바람 그림이 전단 가로( (
크기 이상일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14cm)

선정)
참고문헌9)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

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 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 .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10) .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 표지에 붉은 색11) .
으로 표시한다.
편집상의 모든 연락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로 한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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