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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lectronic books(e-book) are emerging as the latest frontier for
libraries, scholars and readers of all types. This study is to survey various
specific characters, problems, visions of electronic book as a information
material, and some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library caused by
inducing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we proposed,
we would like to derive some effective perspectives that Korean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sh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directions of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book to cope with the
paradigm shift of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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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정보 매체의 디지털화 물결은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대

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물결이 인터넷이란 강력한 정보통신기술을 발판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시장에

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오히려 도서관을 위협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초래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자도서 의 출시라고 할 수 있다. (electronic book) .
전자도서란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은 종이도서 의 위상과 도서관의(paper book)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전자도서의 개발 붐을 타고 국내 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 발전ㆍ

전망과 관련된 다음의 기사 내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손안에 도서관을 들. "
고 다닐 수 있다 앞으로 새로 발표되는 양서의 경우 책의 모든 내용을 인터." "
넷 사이트에 올려 네티즌들이 마치 서점을 찾은 것처럼 주요 내용을 온라인으로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독서문화 대변혁 눈앞에 서점 왜가 책가방 대신." " - ?
달랑 단말기만 이제 곧 포켓 만 들고 다니면 수많은 전자책을 장소에 구애." " PC
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책을 한 권에." " -`
최후의 책 나온다' ."

년 월 일부터 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시카고 북페어에서 마이크로소2000 6 2 3 ` '
프트사는 전자도서 뷰어 프로그램인 클리어타입 리더(Microsoft Reader With

를 소개하면서 눈의 피로가 없고 보안문제를 해결한 최고의 고해상Cleartype) ,
소프트웨어로 컴팩과 휴렛패커드 에서 조만간 출시할 포켓 에 리더를 탑(HP) PC
재하여 여 종의 도서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1,000 .
이를 계기로 전자도서가 활성화되면 년에 미국 교실에 종이교과서가 사라, 2004
지고 년에는 뉴욕타임스의 마지막 종이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2007
다.1)
일반적으로 전자도서는 종이형태의 도서와 그 내용에서 다를 바 없지만 정보,
가 데이터 파일 속에 담겨 있고 컴퓨터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의해 널리 접근,
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나 출판사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위기론과 낙관론.
이 교차되면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형식을 갖춰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는 년 월 일 전자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2000 4 21
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나서서 의 현재와 미래 그"e-book ,
1) 미 시카고 북페어 폐막 북 바람 종이책 날렸다 동아일보"[ ] e , " , 200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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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서관 란 주제로 전자도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출판과 전자책 도서관과 전자책` ', ` e-book', `
소프트웨어 시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도서관계가 전자도서의' .
출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
출판계에서도 본격적인 전자도서 시대를 예견하고 출판사들이 단독 혹은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 대

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도서의 출시가 현실화되면서 도서관계나 출판계 및 관련 단체에서

는 나름대로 그 변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전자도서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년 월 일 개최하2000 5 17
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년 월 일 전자도서 관련 업체 및 단체들을 중심으, 5 26
로 전자도서 컨소시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2)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도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한 제외하고 기

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자도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적. ,
인 전자도서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 전자도서 의 개발 현황 및, ,
유통 전망을 알아보며 셋째 전자도서가 갖는 도서관자료로서의 위상을 고찰하, ,
고 넷째 전자도서의 유통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 변화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 .

전자도서의 개념 및 유형2.
전자도서 또는 전자책이란 용어는 영어의` ' ` ' `electronic book', `e-book',

을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ebook', `digital book' .
들 외에도 전자도서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온라인 북 파일북 디지털북 등이` ', ` ' ` '
있다 전자신문의 홈페이지에서 년 월 일까지 게재된 기사내용 가운데. 2000 5 29
위의 용어들을 각각 키워드로 입력하면 전자도서 건 전자책 건, ` ' 51 , ` ' 81 ,

건 건 건 건의`electronic book' 670 , `e-book' 136 , `ebook' 14 , `digital book' 902
관련 기사들이 부분적으로 중복하여 검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언론에서.
는 전자도서란 용어보다는 전자책이란 용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 ' ` '
지만 본 고에서는 도서관에서 다루는 정보자료의 한 유형으로서 전자책보다는, ` '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전자도서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

2) 전자책 컨소시엄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e-Book) [ ]", 200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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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전자도서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 '
근의 일로 여겨진다 이 용어들은 년에 발행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이나 년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에서 발간한 인터넷용` ' 2000 `
어사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신문에서 검색된 내용들 가운데 각' .
각 키워드별로 검색된 모든 기사들이 년부터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1994 .
신문기사의 초기 내용을 살펴보면 출판계에 디지틀 바람이나 천리안을 통해` ' `
스크린북 서비스 등과 같은 기사제목들은 전자도서의 출시나 유통을 예고하" " '
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예고는 지금 우리 앞에 실현 가능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종이도서에 견줄 수는 없으나 디지털 형태로 서적이.
나 잡지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자도서 관련 제품들은 파일 형식이나 장치에 대한 호환성 결여 저작,
권 보호 독서의 편의성 등과 같은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 .
지만 디지털 출판 환경에서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보

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들이 도서관계나 출판계에 더욱 크게 다가오면서 전

자도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출판 은 기존의 도서 제작과정의 전(EP; electronic publishing)
산화 및 전자매체로서의 출판물 생산과정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를 좀더 세분하면 전자출판은 크게 종이도서와 비종이도서의 출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이도서의 출판은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및 편집과 조판의. (DTP)
전산화 로 구분하며 또한 비종이도서의 출판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CTS) ,
출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판으로 나누고 있다.3) 오늘날 화제의 대상이 되
는 전자도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판으로서 비종이도서인 일종의 화면용도

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도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즉 전자도서. ,
는 광의로 해석하면 디스크 웹 상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전자매(disk), CD, (web)
체로서의 출판물 전체를 지칭할 수 있지만 협의로 해석하면 전자도서는 종이도,
서 대신 컨텐츠 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초박막액정표시장치(contents)

로 보는 것(TFT-LCD) 4) 또는 특별한 읽는 장치나 개인용 및 휴대용 컴퓨터에

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버전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5)

3) http://mlab.suwon-c.ac.kr/cyberedu/ep/lesson2.htm.
4) http://imazine.co.kr/trand/word_01.htm.
5) http://myhome.thrunet.com/~shinii/teach/word/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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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전자도서란 최근 들어 컨텐츠 라고 불리고, (contents)
있는 컴퓨터 파일로 이루어진 전문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내( ; full-text)全文

려 받아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휴대용정보단말기(PC; personal computer), ,
전자종이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유통되는(PDA), (electronic paper)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출시 또는 소개되고 있는 전자도서는 출판에 사용되는ㆍ

매체의 종류 표현방법 그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 .6)7)8) 여기에
서는 전자도서가 도서관자료를 구성하는 하나의 정보자료라는 면에서 정보제공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크게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5 .
까지는 도서관계에서 먼저 시작하였거나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통신을 이용한 전자도서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부, PC .
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도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을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에 프, AOL,
로디지 컴퓨서브 등을 사용하여 신문이나 잡지의 요약기사나 전문 정, (full-text)
보 및 일반 도서 등을 통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PC .
둘째 넷스케이프 나 익스플로러 와 같은 인터넷 전용 브라, (Netscape) (Explorer)
우저 상에 나타나는 전자도서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러한 전자도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북페이스.

사는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는(Bookface)
이용자에게 여종에 달하는 유명 작품의 전문 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1,000 ( )全文

하고 있다.9) 이용자는 게재된 작품의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도서의 목,
차를 열람하고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
서 이용자가 전문을 내려 받거나 출력을 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외에.
BookWorks,10) V-Books11)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
다.
셋째 개인용컴퓨터나 노트북컴퓨터에서 자체 브라우져나 뷰어를 통해 볼 수,
있는 전자도서이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자도서를 출판하는 독창적.
인 포맷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담고,

6) 최원태 전자도서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 권 제 호, " ", , 36 5 (1999. 10), pp.26-27.
7) 중앙출판문화원 엮음 멀티미디어시대의 전자출판 서울 세계사, ( : , 1999), pp.90-100.
8) http://www.etnews.co.kr/TK/search_etnews_content?200004290021/20.
9) http://www.Bookface.com.
10) http://www.overdrive.com.
11) http://www.ma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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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전자도서의 초기 단계로서. Super WinBook12) 이나
WorldCruncher13) 등이 있다.
넷째 휴대용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자유스럽게 휴대할 수 있는 전,
자도서이다 이것은 일반 서적 크기의 전용단말기에 수십 또는 여권 정도의. 1,000
전자도서를 내려 받아 그 내용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북마크나 밑줄 긋기를 할

수 있으며 오디오북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자료를 내.
려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읽어볼 수 있으며 버튼이나 스크롤바를 이용해 연속,
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다 또한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제공되어 실제 인쇄책자.
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보시장에 출시된 제품으로는 누보미디.
어 사의(NuvoMedia) RocketBook,14) 소프트북 사의(SoftBook Press) SoftBook,15)
에브리북 사의(Everybook) Everybook,16) 리브리우스 사의(Librius) Millennium
Reader,17)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등이 있(Microsoft) MS Reader with Cleartype
다.
다섯째 전자종이 를 이용한 전자도서이다 이것은 전, (electronic paper; ePaper) .
기장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인공지능 소재를 미디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종이처럼 얇고 유연해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으며 동영상 정보까지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전자도서는 전자도서 프로젝트 제록스 캠브리. MIT , ,
지시스템 켄트디스플레이 등에서 개발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미디어연구소, . MIT
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전자도서는 그림 에서와 같이 종이 한 장 두께의 절< -1>
반에 해당하는 직경 미크론 미크론은 백만분의 의 미세한 원 들인 전40 (1 1m) ( )圓
자잉크 로 구성된다(E-ink) .18)19)

12) http://www.superwin.com.
13) http://www.worldcruncher.com.
14) http://www.nuvomedia.com.
15) http://www.softbook.com.
16) http://www.everybk.com.
17) http://www.librius.com.
18) http://www.almaden.ibm.com/journal/sj/363/jacobson.html.
19) 세계 모든 책을 한 권에 최후의 책 나온다 조선일보" -‘ ’ ." ,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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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종이를 이용한 전자도서의 작동원리< -1>

전자종이를 이용한 전자도서의 작동원리는 절반은 희고 절반은 검은 원들이

전기자극에 따라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면서 문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자잉.
크가 심어진 각 페이지에는 미세한 선 이 깔려 있고 이 선은 책표지에 내장( ) ,線

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도서의 내용은 건전지나 전원을 사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용자가 표지의 도서명 표시판에 전자펜으로 원하는 도.
서명을 선택하면 그 내용이 떠오른다 현재 등 개 미국 회사들이 이 사. IBM 75
업을 위해 공동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 개발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서의.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 한 권에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량인 천 백만권 이상을 담1 7
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전자도서는 인터넷이나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내용. ㆍ

을 내려 받아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국내 전자도서의 개발 동향3.
국내의 경우 년까지는 통신을 이용한 텍스트 중심의 초기 전자도서1998 PC
서비스가 이루어지다가 그 해 후반부터 인터넷 뷰어 방식으로 정보서비스를 실

시하려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출판사나 인터넷서점 등이 단독으.
로 또는 연합하여 전자도서 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용컴퓨터나 노트

북컴퓨터에서는 물론이고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전자도서를 제공할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전자도서의 개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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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에 비해 이를 유통시킬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전자도서의 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

지만 그리 좋은 편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년. 2000 5
월 일 발표한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에서 나타29 `OECD '
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로는 인터넷 접근비용이 그림 에서와 같이. < -2>
세계 최저로서 회원국의 평균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OECD 50%
다 이러한 요소는 전자도서의 성장에 직접적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그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로는 주민 천명 당 인터넷 호스트의 수 즉 인터넷에, ,
연결된 컴퓨터의 수가 최하위이며 전자우편 주소 보급율도 포르투갈 스페, (5%),
인 에 이어 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9%) 29% .20) 이것은 우리 나라
에서 인터넷 호스트의 수와 전자우편 주소의 보급률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반시

설을 확충하면 전자도서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임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림 인터넷 접근비용과 인터넷 호스트 수 비교< -2>

20) 기획예산처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OECD [ ]", 200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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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전자도서 분야의 선두업체인 초록배카툰즈에서 회사명을 바꾼

바로북닷컴은 년부터 통신을 통해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년1997 PC , 1998
월부터는 인터넷 뷰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바로북닷컴8 .
에서는 을 활용하여 전자도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PCS 016 ,
쾌적한 독서를 위해 기반의 이젝스와 가산전자의 휴대용정보단말Windows CE
기에 탑재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21)
국내 단행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민음사 중앙 등 개 출판사도 공동, M&B 6
으로 에버북닷컴을 설립하여 전자도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22) 그 일환으로

전자도서 뷰어 프로그램 솔루션 업체인 글래스북과 기술협력 및 전략적 제휴 관

계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조만간 본격적인 전자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형태의 글래스북 리더뿐만 아니라 클리어타입 리더 등 다양한 뷰PDF ` ' `MS '

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3)
그리고 김영사 청년사 등 여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 100
는 서적 포털사이트인 북토피아도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라는 비젼을 제시" "
하면서 전자도서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24) 또한 서적 쇼핑몰인 을 운DC50
영하고 있는 서울정보컨설팅은 년 하반기에 정보제공을 목표로 전자도서 사2000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체 출판을 통해 전자도서를 제공하고자. 20∼
종에 이르는 전문 정보를 확보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휴30 ( ) ,全文

대용정보단말기나 노트북컴퓨터 및 이동통신 등을 연결하여 무선인터넷으로 전

자도서를 제공할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25)
이 밖에도 한국전자북 북앤조이 지존인터미디어 등과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 ,
들도 전자도서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26) 특히 최근에 한국전자북의

경우에는 수첩 크기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수십권의 도서내용을 담을 수 있는

라는 전자도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보통 많이 사용하`eBookXpress' .
는 매킨토시 쿼어크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출판사의 도서내용을 차세대(quark)
인터넷 언어인 문서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다XML .27)

21) http://w3.greenboat.co.kr.
22) http://www.everbook.com.
23) 미 시카고 북페어 폐막 북 바람 종이책 날렸다 동아일보"[ ] e , ", , 2000. 6. 5.
24) http://www.booktopia.com.
25) http://www.dc50.com.
26) 전자책 시대 개막 전자신문" ", , 2000. 4. 29.
27) 한국전자북 전자책 솔루션 개발 한국경제" , ", , 200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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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로서 전자도서의 위상4.
전자도서가 현재로서는 자료로서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리 크지 않지

만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도서관에서 정보서비,
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오.
래 전부터 도서관에서는 초기 단계의 전자도서를 다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요즈

음 출시되고 있는 전자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이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편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1964
한 후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색인지가 최초의 전자"Index Medicus"
출판물로 예시되고 있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28) 물론 전자도서가 성장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를테면 어느 한 회사가 공급하는 전자도서의 양이 극도로 한정적이고 회사들마, ,
다 출시하는 전자도서의 포맷 표준화가 부족하며 전자도서에 대한 범용 목록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자도서나 판독장치의 가격이 비싼 점들이 제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29)
국내 외 어느 도서관에서나 최근 출시되고 있는 유형의 전자도서는 아니라도ㆍ

다양한 전자정보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유통시키고 있다 아직, .
까지는 종이매체로 출판된 책자 형태의 정보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비종이매체로 제작된 전자정보자료가 전체 수집되는 정보자료 가운데 차

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자료로서. ,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등에 수록된 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CD-ROM,
제공하면서 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함께 웹 상에 나타나는 전자정보자료의(web)
수집과 가공 및 정보제공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계속 등장한

정보매체들을 도서관자료로서 다루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출시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전자도서도 결국은 도서관자료의 한 유형으로서

정보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자도서 회사들이.
전자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기능을 향상시켜 개별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전자도서의 요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발전 추세를 주시하면서 전자도서가 도서관자료로서 어

28) http://mlab.suwon-c.ac.kr/cyberedu/ep/lesson2.htm.
29) Susan B. Barnard, "Libraries and e-Book: Opportunities and Issues",

http://www.jmc.kent.edu/future print/articles/barnard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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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위상을 갖게 될 것인가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자료로서 종이 중심의 정적인 정보자료는 물론이고 비종.
이 중심의 동적인 정보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매체를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정보매체는 그림 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30)
모든 정보매체는 전송방식에 따라 크게 패키지계 유선계 무선계로 구분하고, , ,
정보제공 유형을 중심으로 개인과 그룹간의 통신서비스 다중방송서비스 검색, ,
및 주문형 정보서비스 대중정보서비스 다목적 고도 정보서비스로 나눌 수 있, ,
다.

그림 정보매체의 전송방식 및 정보제공 유형< -3>

패키지계 매체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전

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패키지계 매체는 종래의 패키지계 매체와 새로.
운 패키지계 매체로 구분하고 있다 새로운 패키지계 매체는 기존 패키지계 매.
체인 서적 신문 잡지 레코드 필름 등과 비교하여 정보기록의 고밀도화 정보, , , , ,
검색 시간의 단축 음성과 영상의 고품질화 하나의 기록매체에 음성과 데이터, , ,
화상 영상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에 의한 컴퓨터와의 친화성 향, ,
3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편람 서울 동 협회, ( : , 1994), pp.4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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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오늘날 각종 정보자료를 수록하여 상품화한 다양한.
새로운 패키지계 매체들이 정보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로는 초.
기 전자도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디스크(Videodisk), CD-DA(Compact
Disc-Digital Audio), CD-V(Compact Disc-Video), CD-ROM(Compact
Disc-Read Only Memory), CD-I(Compact Disc-Interactive), DV-I(Digital

광카드Video-Interactive), DAD(Digital Audio Disc), DAT(Digital Tape),
카드 등이 있다(Optical Card), IC (Intergrated Circuit Card) .

유선계 매체는 통신계라고도 하는데 전화와 같이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광섬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호를 디지털화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송신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유선계 매체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나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포,
함한 통신 등이 있으며 각종 생활정보나 교육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PC ,
있는 와 비디오텍스 등도 있다 현재 정보시장에 소개되는 전자도서 제품CATV .
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정보전송로나 단말기.
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것이다.
무선계 매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방송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송신방법은 통신이나 방송위성으로 수신이.
곤란한 원격지에의 송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영상을 수신하는데도

유리하다 이러한 매체들로는 이동통신 위성방송 위성통신 텔레텍스트. , , ,
팩시밀리방송 방송 등이 있다 향후 개(Teletext), , PCM(Pulse Code Modulation) .

발 예정인 전자도서의 유형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무선계 매체로서의 상품화 가

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국내의 바로북닷컴의 활용 전자도서 미국의. , PCS 016 ,
전자종이를 이용한 전자도서 일본의 도코모의 무선인터넷 모드, NTT i- (i-mode)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도서 등이 정보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매체들은 각각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정보제공 유형별 정보서비

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매체의 전송방식,
에 따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처음 볼펜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때까지. ` '
사용하던 연필은 모두 다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연필은 썼다가 지울 수 있` ' .
다는 장점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특히 샤프가 출시되었을 때 연필은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현재까지의` '
상황을 보면 연필공장이 문을 닫을 것 같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컴퓨터 워드프.
로세서가 나오면서 타자기는 없어져 가는 추세이고 결국에는 모두 사라질 것,
같다 이처럼 새로운 물건이 기존의 물건을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공존하는 것.
도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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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자도서의 경우에 전자와 같이 종이도서와 공존할 것인지 그렇지 않

으면 후자와 같이 종이도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엇갈

린 견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나아가 도서관에서도 전자도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연.
필과 볼펜 및 샤프와의 관계처럼 전자도서도 정보의 전송방식으로 구분할 경우

정보자료의 성격에 따라 패키지계 유선계 무선계 정보매체로 다양하게 출시되, ,
며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는 관종별 역할에 맞춰.
전자도서에 대한 수집 정리 유통 등과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전, , ,
체적으로 전자도서의 형태보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도서의 유통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이 도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
전자도서관 문제가 도서관계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을 때에 기존의 전통적 도서'
관은 문을 닫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분위기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전자도서라는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시로 출판계는 물론이고 도서관계에도 또` '
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새.
로운 정보기술이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라. ` '
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
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매체를 수용할 태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서들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도서관

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고 그 때마다 나름대로 법률 제 호로, 4746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이라 함은 도" " "
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ㆍ ㆍ ㆍ

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ㆍ ㆍ ㆍ ㆍ

시설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서관은 보존적 기능 문화적 기능 교" . " , ,
육적 기능 여가적 기능 정보제공 기능 연구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 이라, , , "
고 덧붙이기도 한다.
31) 정보공원산책 종이책이 사라진다 전자신문"[ ] ." , 199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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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 사서들은 이러한 대답을 듣고 있는 질문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질문자들이 법률 조문의 행간까지 이해하.
리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서들의 욕심일 수 있다 질문자들은 그 대답을 듣고.
도서관이 문화기반시설로서 너무나 그럴듯하고 다양한 대부분의 역할을 모두 갖

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용자인 질문자들에게 도서관의 이미.
지를 제대로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전자도서의 유통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정보기술

이나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더라도 변함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역사적 및 정보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역할은 첫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역할을. , , ‘ ’
수행하는 하나의 공익기관으로서 공공의 편익 을 목적으로 문화발전과 평( )便益

생교육을 수행하거나 이바지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시설이 되어야 한

다 둘째 이용자인 국민이 어떠한 유 무형의 압력과 방해를 받지 않고 언제든. , ,ㆍ

지 편견 없는 도서관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왜곡화를 방지하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의 격차나 정보의 불평등이란 역기능을 해소하고 모든. , ,
국민에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을 확보하는 인간다

운 정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32)
이러한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토대로 전자도서를 수용해 나가면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활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기존 도서관의 패러다임,
즉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를 변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갖는 그 기본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랑가나단 의 도서관학 법칙. (S. R. Ranganathan) ` 5

에서 고먼 의 신도서관학 법칙(Five Laws of Librarianship)' (M. Gorman) ` 5 (Five
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New Laws of Librarianship)' .33)

32) 곽동철 세기 도서관의 역할 기능 변화에 관한 시론 경기도사서연구회 제 회 세미, "21 ", , 7ㆍ

나 발표논문집, 2000. 5. 15. pp.27-29.
33) 한상완 문명사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과 전망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 ",
학과 설립 주년 기념강연회 자료집 를 참조 랑가나단20 , 2000. 5. 20, pp.3-4 . - (S. R.

의 도서관학 법칙Ranganathan) 5 (Five Laws of Librarianship)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1) (Books are for use)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2) (Books are for all)
모든 책은 그 독자에게(3) , (Every book, its reader)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4) (Save the time of the reader)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5)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고먼 의 신도서관학 법칙- (M. Gorman) 5 (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



전자도서 의 유통과 도서관의 역할(E-Book) 17

랑가나단은 근대 도서관의 기본이념으로 자료이용주의와 봉사제일주의를 강조하

고 있으며 고먼은 최근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기본 이념을,
이용자봉사에 두고 이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수집대상 정보매체의 다양화 정,
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정보기술의 활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기

술 활용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도서관의 업무가 그림 에서와 같이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4>
으로 정보자료의 소장 중심에서 접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 .
하면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정보관리의 중심이 모든 정보는 도서관으로부터, ` ' `
모든 정보는 이용자를 위하여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

그림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 추이< -4>

도서관은 인류에게 봉사한다(1) (Libraries service humanity)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고려하라(2) (Respect all forms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봉사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라(3) (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4) (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라(5) (Honor the past and creat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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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별 단위

로서 도서관 서점 출판사 이용자의 관계가 컴퓨터의 보급 정보통신기술의 발, , , ,
달 및 인터넷의 활용 등으로 웹 상에서 마치 하나의 집단으로 네트워크화(web)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서는 이용자를 위해 기존에 중요시 다루고 있는 정보나know-what know-how
정보에서 오히려 정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환경으know-where know-which
로 정보서비스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패러.
다임 변화는 전자도서와 같은 정보자료들이 도서관보다 이용자의 초점에 맞추어

개발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역사의. ,
왜곡화 방지 정보의 격차 및 정보의 불평등 해소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새로운 정보매체의 개발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도서

관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는 사서들로 하여금 기존 도서관,
의 업무에서 부분적으로 재교육을 통해 정보전문가 정보제공 및 상담 데이터베, ,
이스 구축 등으로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즉 사서들은. ,
도서구입 장서정리 목록작성 등의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웹 탐색 정보검색 데, , , ,
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관리 등에 운영상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을 맞,
고 있다 이처럼 사서들은 그림 에서와 같이 전자도서를 포함한 전자자료의. < -5>
증가 도서관의 디지털화 정보의 개방화 인터넷의 대중화 정보제공시스템의 네, , , ,
트워크화 정보이용장비의 고급화와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담당업,
무의 신설 축소 및 확대 현상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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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도서의 유통 경로< -5> 34)

우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탐색하다 보면 도서관보다는 직접 이용자를 대상으

로 전자도서나 전자잡지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

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잡지의 경우는 전자도서와 모든 면에서 동일.
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학술지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

며 그 점유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자잡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
도 불구하고 구독하던 인쇄매체로서의 연속간행물 구입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고

전자매체인 웹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증가하는 사실은 전자

도서의 성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도서관에. ,
서의 전자도서도 전자잡지와 유사한 성장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전자도서는 연속간행물로서 웹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점차,
적으로 도서관자료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34) http://www.echy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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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 도서관에서는 출판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자도서를 포함한 온

라인 출판물의 납본을 받아 가공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종이 없는 도서관을 예견해 온 미국의 경우에 뉴욕의 컬럼비아대` '
학교 도서관이 추진중인 야누스시스템은 소장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 보` '
관하거나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오디오 비디오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주립대학교 도서관도 도서.
관자료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전자도서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

다.35)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라이브러

리 사는 개의 선도적인 미국의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기관들과 새(netLibrary) 5
로운 전자도서의 판매와 배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참가하는.
미국 전역의 도서관들이 수천 권의 넷라이브러리사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학생이나 연구자 및 기타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 전, (full-text)
자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나아가 선진국의 도서관들은 장서개발 차원에서 전자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전

자출판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수`
집과 라이센스 방침(Principles for Acquiring and Licensing Information in

을 수립하고 있으며Digital Formats)' ,37) 에모리대학교 도서관과38)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보건학도서관39) 및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공공도서관 등도 전자자료와

관련된 방침이나 규정 등을 성문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의 국립도서관들도.
다양한 전자출판물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과 네트워크 전자출판물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컴퓨터서지레코드활동(CoBRA; Compyterized Bibliographic Records
포럼에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을 선결과제로 채택하Action)

여 연구하기로 하였는데 그 최종 연구보고서가 도서관지에 번역 수록되어 있, ` '
다.40) 그 외에 호주국가도서관에서도 납본이나 구입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과 기타 전자자료의 이용에 관한 방침CD-ROM (Policy on the Use of
을Australian CD-ROMs and Other Electronic Materials Acquired by Deposit)'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다양한 전자 형태의 정보자료.
35) 고기형 도서관과 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서관 세미나 자료집 서, " E-Book", e-book , (
울 국립중앙도서관: , 2000. 4. 12), p.10.

36) Peter Evans, "E-Books mature", Biblio Tech Review (Feb., 2000), p.2.
37) http://sunsite.berkeley.edu/Info/principles.html.
38) http://www.ala.org/alaorg/rasd/codes/emory.html.
39) http://www.ala.org/alaorg/rasd/codes/ohost.html.
40) 유럽의 전자출판물 납본 박은봉 역 도서J.S. Mackenzie Owen, J.V.D. Walle, " (1), (2)", ,
관 제 권 제 호 가을 제 권 제 호 겨울, 54 3 (1999, ), pp.93-143; 54 4 (1999, ),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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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서개발의 일환으로 다루어 나가고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한점 등을 포함한 천명서 를 성문화하고 있다(statement) .
따라서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중시하면서 조만

간 도서관자료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전자도서와 관련된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

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출판계에서는 정형화된 형식.
이나 호환성을 무시하고 전자도서를 경쟁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으로서도 장서개발 정책과 관련된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고한 입

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6.
최근 전자도서의 출판 붐이 조성되면서 향후 년 이내에 전체 출판시장의1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종이매체의 종말을 성급하게 예견하는50%

사람들도 있다 그 반면에 아직까지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및 전자도서 관련 기.
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전통적인 도서의 영역은 있게 마련이며 전자도서가,
기존의 도서를 밀어내지는 못할 것이란 여론도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
기호도 그의 저서 디지털과 종이책의 행복한 만남에서 인쇄매체로서 종이도서` '
와 전자매체로서 전자도서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랜 성찰. ,
을 요구하는 인문학적 저작은 여전히 종이도서를 통해 출판될 것이며 실용서적, ,
추리소설 무협지 만화 등의 대중적인 저작은 전자도서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
전망하고 있다 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등장에 따라 사람들은 신문의 종말을.
예고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년도 년 동안 미국에서만 억만톤의 종이가 생산될 정도로 종이의 소비1999 1 1
량이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출판하는 것을 좋아.
하지만 그것을 읽는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빌게이츠 같, .
은 사람은 모니터로 글을 읽는 것이 편하다고 말을 하지만 제록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75% (e-mail)
하여 읽고 있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자도서의 출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판매가 현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폭넓은 활용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갈수록 컴퓨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마도 얼마동안은 인쇄매체인 종이도서와 전자매체인 전.
41) 의 즐거움 조선일보 클럽"E-Text ", , IT ,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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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서가 함께 성장할 것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이도서는 계속 성장하더라,
도 부분적으로 둔화되고 전자도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머지않아 전자도서의 유통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
서는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이란 측면에서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전자자료로 출판

된 모든 국내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도서.
는 종이도서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
는 버전이 낮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자료가 최신 버전의 워드프로세서나

다른 종류의 워드프로세서에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

리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각각의 전자도서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
의 표준화와 호환성 문제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이다 글래스북 사의 경우에 전자도서의 표준화와 호환성 등에 초점. (Glassbook)
을 맞춰 출판사용 서점용 도서관용 일반 독자용 제품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 , .42)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전자도서가 출시되는 초기 단계임으로 다른 어느

도서관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대표성을 갖

고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전자도서 관련 업체 및 단,
체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자도서 컨소시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도서관` '
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참가하거나 그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자도서를 포함한 다,
양한 전자정보원에 대한 구체적인 납본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이에 대해 분,
류 가공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각급 도서관들이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자정보원을 다룰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전자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정보제,
공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마다 역사의 왜곡화 방지 및 정보의 격차,
나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서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

보통신 기반시설의 확충과 전자정보자료를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

다.

42) Len Kawell, "The Glassbook Vision: ‘Interoperability’ for e-Books",
http://www.jmc.kent.edu/future print/articles/kawell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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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은중경의 판본을 대상으로 총 종을 조사 발77
굴하여 본고에서는 이 중에 언해본 종과 한글본 종 등 모두 종을 대상으, 31 4 35
로 이를 판본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주요 계통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언해본의 종은 초역본계 조원암판계 금산사판계 등의 계통으로 구분, 32 , , 3
되었으며 한글본 종은 별도의 계통을 형성하지 못한 체 크게 진정사판과 용주, 4 ,
사판으로 구분되는 독자적 판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판본을 계통별.
로 세부의 형태적 특징 및 한글서체에 대해서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언해본은.
전국의 도에서 개판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 간행시기도 세기 중반에서 세8 , 16 20
기 초반에 이르는 사이에 개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어학연구에 결.
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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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부모은중경언해 은중경언해 초역본 한글본: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odblock printing of
Pumo-Unjungkyong( ) which was dispersed all over the country.父母恩重經

We investigated and exhumed 77 sorts and it was the analyzed result about
the 31 sorts of Ŏnhae printed books and the 4 sorts of Hangŭl printed books
according to the form of typ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32 sorts of
Ŏnhae printed books are divided by Choyŏk ed.( ), Chowongam ed.(初譯板 祖院

) and Kŭmsansa ed.( ) and the 4 sorts of Hangŭl printed books菴板 金山寺板

which are not having other genealogy are divided by Jinchongsa ed.(鎭靜寺
) and Yongjusa ed.( ). We compare and investigate them according板 龍珠寺板

to the form of detail feature and Hang l calligraphic style. Especially Ŏnhae
printed books was republished in 8 provinces and their year of publication
was between the middle of 16 century and the early of 20 century. So it will
be expected to study on the science of Korean Language as providing the
important data.

keywords: Pumo-UnJungKyongŎnhae, UnJungKyongŎn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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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緖論Ⅰ

우리나라에서 이 고려초기부터 사본으로 유통된 이래로 려말선초,恩重經『 』

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원나라로부터 유학의 새.
로운 사상이념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본격 수용되어 일대 사상적 전환을 가져

왔으며 한편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체가 교체되는 대,
변혁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사상의 전환과 국체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변혁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경 중의 민중경전으로 불리우는 은,
중경은 궁실의 부녀자와 민간의 서민을 중심으로 부단히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조선 건국초기인 세기 전반에는 궁실의 왕후를 비롯한 부녀자의. 15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행되었던 양상을 보이더니 그 후반부터는 점차 민간의 시,
주를 경비로 충당하여 전국의 사찰에서 개판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르러 가히 폭발적인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16

다.
그리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부단한 개판 양상을 보인 결

과 이제 종래의 위주의 출판 형태에서 새로운 형식의 책을 필요로 하였, 漢文本

던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간행된 은중경은 모두 한자로 쓰여진 책으로 기실 한. ,
자의 해독 능력이 없는 기층민에게는 우리말로 쓴 의 출현이 절실한 실정諺解本

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는 이미 세종에 의해서 한글이 창제된지도 한세기가 지.
난 시점으로 사찰에서는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언해된 불경을 중심으로 간간히,

또는 이 이루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일반 사찰을 중심으로.覆刻 飜刻

언해본의 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으며 지방의 및 에서도,開板 監營 書院

이나 등의 와 가 언문으로 번역되어 간행小學 二倫行實圖 儒家書 醫家書『 』 『 』

되었던 시기이었다.
이처럼 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언해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종 이상이 개판16 35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언어지리학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국어학 연구,
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 자.
료가 지역적으로 어느 특정 지방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8
으며 또한 시기적으로도 세기 중반으로부터 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개판, 16 20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처럼.
많은 언해본 가운데 우리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은 일본 동경대학 도最古本

서관의 에 소장되어 있는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1553 ) .小倉文庫 華藏寺板 年刊

필자는 이 연구 과정에서 그 보다 앞서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처음으로,
번역된 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 초역본은 그동안 최고본으로 알려진 화장.初譯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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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판과 비교해 본 결과 형태적 특징이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임은, 最善本

재론할 바 아니다 그리고 초역본의 성립과정 및 간행경위를 밝혀 줄 수 있는.
발문이 말엽에 수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따라서 필자는 이미 한문본 은중경 의 판본에 관한 논고를 발표한 바 있으『 』

므로 이 연구에서는 언해본과 한글본만을 대상으로 이 책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은 어떠한 인물일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 또한 판본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하여 언해자는 과연 어떤 한문본 판본을 으로, 底本

선정하여 및 시에 참고하였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諺解 開板

까지 조사된 종의 언해본을 판본의 형태적 특징과 내용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31
로 분석하여 각각의 계통별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국.
어학적 측면의 검토는 잠시 보류하고 차후 국어학 관련 연구자와 공동으로 이,
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의 및. 諺解 勞作者 底本Ⅱ

1. 諺解者 吳應星

은 세기 중반을 전후로 은중경이 부단히 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16初譯本

민간인 에 의해서 언해되었다 그런데 정작 오응성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吳應星

책의 권말에 실려 있는 발문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발문의.
내용 가운데 과 이란 기록과 발문의 에‘ ’ ‘ ’ ‘玄祖寶城君蒙乙 曾祖從仕孝綿 年紀 寶城

이란 기록을 통해서 이들 사이의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後學吳應星

리하여 이들은 보성오씨 일족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오늘에 와서.
이들의 관계를 밝혀 줄만한 나 등의 관련 자료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族譜 世家

않다.
이러한 사실은 발문에 보이는 오몽을이 조선 건국시에 태조 이성계를 추대하

여 공신녹권에 등재되고 에 봉하여 졌으나 태조 년에 발생한 왕, 7(1398) ‘寶城君

자의 난에 등과 함께 을 왕세자로 세우고자 모의한 죄목으로’ 鄭道傳 南誾 芳碩

연루되어 녹권이 박탈되고 마침내 사사된 이후로 그 일족이 몰락하였기 때문으

로 보고 있다1) 그리하여 최근에 발간된 와. 寶城吳氏世譜 朝鮮王朝實錄『 』 『 』

에 보이는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의 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정호 편 광주 향토문화진흥원, ( : , 1996), p.187.全南本貫姓氏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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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로 하여 그의 두 아들 와 의 자손으로 가寶城吳氏 吳賢弼 始祖 淑富 良 世系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볼 수 있는 족보는 대부분 의 후손만을 취급하고 있, 淑富

다 에 의하면 의 후손은 으. ,吳氏世譜 吳良系 吳 良 仁瑾 存誠 相國 光碩『 』 → → → →

로 이어지고 있는데 에 와서 후계가 이어져 있지 않고 다만, , '7 '光碩 世孫 蒙乙

과 의 아들이 이라는 짤막한 가 보이고 있다' '蒙乙 子慶 註記 2) 그런데 의. 姓氏『

에서는 이후의 를 로 이어지고 있으故鄕 光碩 世系 子華 禮忠 允貞 豫』 → → →　→

며 또한 의 부친은 로 그는 의 네 아들을 두었, ,吳蒙乙 吳豫 天乙 忠乙 夢乙 信乙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리고 성종실록 에 의 죽음을 알리는 기록. 吳子慶『 』

이 보이고 있는데 그의 아들로 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吳純 4) 그리하여 이를 종.
합하면 이후 이후 으로 이, 6光碩 代孫 吳 豫 蒙乙 子慶 純 祖父 父 應星→ → → → → →

루어지는 하나의 계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발문에서는 를 으로 밝히고 있어 과는 다른 사람임,曾祖父 吳孝綿 吳純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실록에는 은 한 아들만을 둔 것으로 언. 吳子慶 吳純

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인 듯하다 은 무과에 합격하여 주로 무, .獨子 子慶

반직에 임하다가 의 을 토벌한 공적으로 의 칭호를 받, ‘ ’ ‘ ’李施愛 亂 精忠敵愾功臣

았다 이에 사후에는 무예로 공로가 있음이 인정되어 로 되었던 인물. ‘ ’襄武 諡號

로5) 이후 그를 중심으로 가 따로 독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 ’ .襄武公派

의 아들인 도 무과에 합격하여 무반에 임직되었다 이들은 함부로 무력을 행.純

사하였던 까닭에 물의를 일으켜 유배의 경험이 있는 인품을 보이고 있다 만일.
언해자 이 이들의 직계라면 발문에 의 이름 정도는 언급되었을 것이,吳應星 子慶

다 그러나 발문에 그의 이름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을 비롯하. . , 吳蒙乙 子慶

여 여러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吳 豫 蒙乙 孝綿 祖父→ → → → →

의 직계로 형성되는 계보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은.父 應星 吳應星→

멀리는 의 대손이며 의 대 에 해당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15 , 5 .吳良 吳蒙乙 玄孫

한편 그의 직계는 누대에 거쳐 과 인근의 지방에서 거주하였던 것西方山 遠燈庵

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의 의 에서는 을 의 로 표기하< >姓氏 故鄕 寶城吳氏 世系表 子慶 天乙 直系『 』 「 」

고 있어 의 서울 중앙일보사 의 기록과[ ( : , 1989), p.1192.],姓氏 故鄕 寶城吳氏世譜『 』 『 』

는 다르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의 기록을 로 삼고자 한다. [本考 世譜 準據 寶城『

청원( : , 1996) 2, p.1-2].吳氏世譜 同世譜編纂委員會 冊』

3) 의 , < >, p.1192.姓氏 故鄕 寶城吳氏 世系表『 』 「 」

4) 9 8 12 ( ) ; 9, p.640.朝鮮王朝實錄 成宗 年 月 日 辛丑 冊『 』

5) .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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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諺解 底本

은중경 이 에 의해서 처음으로 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吳應星 諺解『 』

상당수에 이르는 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인종 년에 이. 1(1545)漢文本 開板 初譯

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보다 앞서 간행된 판본은 적어도 종 이상이 개판, 18
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있다6) 이들 판본은 고려 계통의 판본이 종에 이. 5戊午本

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계통이 종 계통이 종 계통3 , 4 ,鳩譯本 合部本 花岩寺板

이 종이며 그리고 의 에서 개판된 종을 합하여 모두 종에 이르5 , 1 18木同 地藏殿

고 있다.
그리하여 언해의 된 판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언해 이전시기에 간행되었底本

던 판본을 대상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러한 조건,
을 비교적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판본이 일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이 책의.底本 ①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의 에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吳應星 跋文 曾祖父 吳孝綿

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간행하였던 판본이 저본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初譯本②

과 판식 및 판화의 형태적 특징이 가장 유사한 현존본을 찾아 비교해 보고, ③
최초 이 거주했던 인근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대상諺解者 吳應星

으로 지리적 여건상 그가 비교적 손쉽게 입수하여 언해시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본을 조사해 보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로 조선 태조이래로 가계의 로 생각되는 에서寶城吳氏 吳蒙乙 願刹 遠燈庵

는 의 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이 곳에서 개판하였던 것으로吳應星 曾祖父 吳孝綿

권말의 발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보성오씨와 원등암과의 밀접한 관계는 증.
조부의 은중경 간행 사실보다 앞서 인 대장군 이 멀리 중국에서5代祖 吳蒙乙『 』

구입해 온 옥구슬 개를 로 삼지 않고 원등암의 불전에 헌납하였던 인연에10 家寶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성오씨 일족의 원찰로 보이는 은 전. 遠燈庵

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의 에 소재하는 계통의 조그만 사찰로淸凉山 太古宗 威鳳

의 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은 신라시대 선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가. ,寺 末寺 普照

라말려초에 국사에 의해서 중창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선사가 하였, 3道詵 震默 創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을 보조선사가 를 날려보낸 곳이라. 寺名 木鳧

하여 으로도 불려졌다 현재는 로 개칭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木鳧庵 遠燈寺

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절에서는 은중경을 포함하여 단 한 종의 불서도 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등에 의한 은중경의 간행사실은 확인할 수 없, 吳孝綿
6) 의 에 관한, : , 19 , 2000.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 板本 硏究 書誌學硏究 第 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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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오히려 의 대본사인 를 포함하여 인근의. , 遠燈庵 威鳳寺

사찰 을 대상으로 조사해 봄이 타당할 듯 하다.刊本

둘째로는 언해 이전에 개판된 종은 판본의 형태적 특징과 판화의 양식에 따18
라 대략 위에서 언급한 계통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각 계통의 원간본만을4 .
비교해 보아도 금방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문의 사이 사,
이에 배치되어 있는 판화의 특징만을 대조해 보아도 누구나 쉽게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와 그리하여 언해본은 계통의 판본과 형< 9 10 >.對照 花岩寺

태적 특징이 가장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화암사판을 복각 또.
는 번각한 판본이 현재 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11 ,
이전 시기에 개판된 판본은 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의 종의 판본과5 . 5初譯

초역본의 형태적 특징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년에 전라도 고산의, 1441 花岩寺

에서 간행된 판본과 가장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셋째로 이 당시 거주하였던 지역은 발문에 보이는 과初譯者 吳應星 西方山 遠

이 위치하는 인근 지방으로 생각된다 서방산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燈庵

같이 의 에 전주부의 동북쪽 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25輿地勝覽 全州府『 』 『 』

로 기록되어 있으며 원등암은 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청량산, 寺刹全書『 』

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로 밝혀 있다 그리하여 언해자인 오응성은 지금의. 全州

나 그 인근의 지방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가 살았던 전.完州

주나 완주 인근 지역의 사찰에서 은중경 을 간행한 바 있는 곳으로는 전라도『 』

고산의 와 진안의 가 주목된다 그 결과 오응성이 언해의 저본으로. ,花岩寺 中臺寺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가능성이 보이는 판본은 화암사판과 중대사판으로 압축

된다 그런데 화암사에서 년에 간행된 판본은 두번째 조건에서도 그 대상본. 1441
으로 거론된 바 있어 저본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 증조부가 에서 한 판본이, 吳應星 遠燈庵 造板

언해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으나 되고 있지 않은 현재, 傳存
로서는 여부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원등암판의 간행이 불확실.開板

한 상황에서 오히려 오응성이 언해본의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판본

은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의 및 의 특징이.花岩寺板 花岩寺板 書體 版畵

과 매우 유사한 듯 하며 또한 는 바로 이 살았던 같은 지역,初譯本 花岩寺 吳應星

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후 이 초역본을 저.
본으로 과연 어떠한 개판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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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본의. 諺解 系統別 板本 分析Ⅲ

1. 諺解本

1) 初譯板系
현재 우리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 중에 최고본은 일恩重經 諺解本『 』

본 동경대학 도서관의 에 소장되어 있는 으로 알려(1553 )小倉文庫 華藏寺板 年刊

져 있다7) 그러나 이번 조사연구 과정에서 그 보다 앞서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
라 처음으로 번역된 초역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서지학계는 물론 국어학계, .
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최고본으로 알려진 화장사판과 비교해 본 결과. ,
형태적 특징이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임은 재론할 바 아니다 또한.最善本

화장사판 역시 초역본을 매우 충실하게 해 냈음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覆刻

런데 이 의 성립과정 및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에 수록되어 있는初譯本 卷末 吳應

의 에 비교적 소상히 밝혀져 있다.星 跋文

우선 발문에 의하면 이 의 과정에 일족과 밀접한, ‘ ’恩重經 初譯 寶城吳氏『 』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문을 쓴 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태조로부터. 吳應星

보성군을 제수받은 과는 대손으로 여기에서는 그를 로 부르고 있다5 .吳蒙乙 玄祖

그런데 오몽을은 년의 제 차왕자의 난에 주동 인물로 가담하여1398 ‘ 1 ’ ,南誾 鄭道

등과 함께 사사되었며 이후 세종 년에 와서 복위되었던 인물이다 그, 4(1422) .傳

리하여 이후에 증조부인 에 의해서 은중경이 간행되었던 사실을 밝히고吳孝綿

있다 아마 오몽을의 신원을 추모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한편으로 발문의 찬자인 동시에 을 처음으로 한 은 증조부恩重經 諺解 吳應星『 』

가 가 되어 간행한 서책을 간직하고 있다가 모친의 사후 시에 평소,大施主 侍墓

왕래가 있었던 스님께 한부를 기증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책을 수차 독송,
하여 흔연히 스스로 느낀 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의 를. 亡親 信受奉持

기원하고 또한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이 책을 언해 간행하여 세상에 널리 유통,
시켜 케 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通覽

7) 그동안 최현배의 한글갈 에 언해 최고본으로 알려져 있던 의 실체가 최근에華藏寺板『 』

에 의해서 밝혀졌다 에 대하여[ , ,兪弼在 兪弼在 華藏寺板 父母恩重經諺解 震檀「 『 』 」 『

제 호 참조 그러나 이번에 이 발견되므로서 화장사판의 의84 (1997), p.227 ].學報 初譯本』

미는 어느 정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결론에서 화장사판의 발견으로 경기.
도 북부지역의 국어자료를 추가하게 되었던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초역본의, 覆

또는 에 불과한 자료에서 지역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刻 飜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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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유로 간행된 초역본의 판본학상 특징을 살펴 보면 의 서명은, 卷頭
한자로 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부모의 은 갑는‘ ’ , ‘佛說大報父母恩重經

경이라라는 한글 서명을 달고 있다 그리고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 .
작되고 있다 본문은 앞부분에 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로부터. ,
한자를 내려서 한문의 내용을 번역한 언문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에는 이 간헐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판식의 특징을 보면. ,諺文 聲點

은 으로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판면에는 부분적으로 계선이,邊欄 四周單邊

나타나 있다 의 크기는 반곽을 기준으로 세로 이며 가로 로. 20.7cm , 14.5cm匡郭

계측되었다 또한 을 기준으로 모두 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10 , 18半葉

자씩 배자되어 있다 에는 어미의 상하로 가 들어 있으며 그 사이. ,板心部 大黑口

에 의 전형적인 가 보이고 있어 임난이전에 간행된 판본임을 직上下內向 黑魚尾

감케 한다 상하의 어미 사이로 이라는 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로. ‘ ’ ,恩 板心題

가 표시되어 있다.張數

본문의 끝에는 과 이 들어 있으며 권말에는 위에‘ ’ ‘ ’ ,報父母恩重經 佛說往生眞言

전재해 놓은 발문과 간행에 대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발문의 끝에는 좥.
좦 좥 좦 좥 좦라는 가 새겨져 있다 은 의 옛지명을, , .山陽 吳氏 東溪 圖署 山陽 寶城

말하며 는 바로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는 의, ,吳氏 寶城吳氏 東溪 吳應星 自號

로 여겨 진다 발문의 다음 행으로부터 와 을. ‘ ’ ‘ ’大施主吳應星兩位 施主幼學轉漢

비롯하여 등의 시주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 , .尹老赤兩主 信貞 法峯 沈欣達兩主

리고 이 간행사업에는 가 주관하였으며 실제적인 의 일은 과,化主 法熙 刻板 雙淳

의 으로 이루어 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1~4 >.惠湜 功力 參見

그런데 초역본에는 정작 있어야 할 가 보이지 않고 있어 간행 연대 주, ,刊記

체 장소 등을 알 수 없다 다행히 발문중에 이라는 내용과 발문을 쓴, . ‘ ’今我重刊

해를 기록한 로 보아 발문을 쓴 해인 명종 즉위 년에 개판‘ ’ , (1545)嘉靖紀元之乙巳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은 초역본의 각판에 참여.
했던 의 이름이 년에 금강산 에서 간행된‘ ’ 28(1549)雙淳 惠湜 嘉靖 楡岾寺 禪門『

의 에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책의 간행시기가 대략.篩頌集 刻手秩』

비슷하여 아마 위의 두 각수는 이 초역본의 각판을 끝내고 이내 유점사로 가서,
각판의 일에 참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은 현재 가 소장하고. 惠湜 李亮載

있는 간년미상의 의 부분에 새겨져 있어 이양재본의 간년1 ,恩重經 張 欄外『 』

추정에 결정적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판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와 가장 유사한 판,
본은 화암사판 계통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문에 의. , 吳應星

증조부가 간행했던 판본도 화암사판 계통 중에 하나 일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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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응성이 의 으로 사용한 판본도 역시 동일한 계통이 아니었을까 짐諺解 底本

작된다 이와 같이 오로지 오응성의 언해와 시주로 간행을 보게된 초역본은 이.
후 전국의 사찰에서 이를 저본으로 또는 을 거듭하여 현재 대략 종26覆刻 飜刻

이상의 판본이 개판되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은 이 을 으로. 初譯本 底本

간행된 판본을 판각 연대순으로 열거해 보았다.

표 의< 1> (26 )初譯板 系統 板本 種

板本名 刊行地
刊行
寺刹

刊行
年度

刊行記錄

初譯本 전라 완주[ ] 미상[ ] 1545 嘉靖紀元之乙巳

華藏寺 경기 장단 화장사 1553 32 6  嘉靖 年癸丑 月日 京畿長端地寶峰山華藏寺開板

神心寺 충청 아산 신심사 1563 42嘉靖 年癸亥 淸洪道牙山地桐林山神心寺留板

松廣寺 전라 순천 송광사 1563 월일42 6嘉靖 年 留鎭于曹溪山松廣寺

貝葉寺 황해 문화 패엽사 1564 43 8嘉靖 年甲子 月日
黃海道文化地九月山貝葉寺刊板

雙溪寺 충청 은진 쌍계사 1567 3隆慶元年 月日 淸洪道恩津地佛名山雙溪寺留板

興福寺 전라 김제 흉복사 1573 萬曆元年癸酉季秋日
全羅道金提地僧迦山興福寺開板

澄光寺 전라 낙안 징광사 [1580] 12庚辰年 月日 留鎭于金華山澄光寺

菩提寺 경상 의령 보리사 1582 10萬曆 年壬午仲秋 慶尙道宜寧地斤堀山菩提寺開板

喜方寺 경상 풍기 희방사 1592 20 12萬曆 年壬辰 月 慶尙左道小栢山其方開板

桐華寺 경상 대구 동화사 1609
37 10萬曆 年己酉 月日

慶尙道大丘府內居鄭萬世家開刊
移于八公山桐華寺上

 栗 寺 충청 공주 율 사 1678 46 5  萬曆 年戊午 月日 公洪道公州地鷄龍山栗寺重刊

崔衍本 미상 미상 1635 8崇禎 年乙亥秋 完山後人崔衍識

通度寺 경상 양산 통도사 1648 5 6順治 年戊子 月日 梁山通度寺模刊

神興寺 강원 양양 신흥사 1658 15順治 年戊戌梧秋下澣日
江原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

敲防寺 경상 개령 고방사 1668
7康熙 年戊申初春陽月

慶尙道開寧地白馬山敲防寺始役開刊
則移于蔚山圓寂山雲興寺持在

影子庵 전라 고산 영자암 1676 15康熙 年丙辰元月 高山地影子庵開板

水岩寺 경상 청도 수암사 1680 19 12康熙 年庚申 月 淸道水岩寺模刊

曹溪菴 경상 양산 조계암 1686 25 5康熙 年丙寅 月日 梁山地圓寂山曹溪菴印行

天龍寺 경상 경주 천용사 1686 25 4康熙 年丙寅 月日 慶尙道慶州府南天龍寺開刊

佛岩寺 경기 양주 불암사 1687 26康熙 年丁卯秋 天寶山佛巖寺開刊

乾鳳寺 강원 고성 건봉사 1692 31康熙 年壬申 板留于乾鳳寺

龍泉寺 경기 개성 용천사 1717 56 8康熙 年丁酉 月開刊 開城府大興山城龍泉寺留置

安心寺 전라 고산 안심사 1806 11嘉慶 年丙寅流月日 高山安心寺開板

未詳Ⅰ   , , ,願以此功德 爲我父母 往生極樂 邦爲師聖珠
/ .../崔萬 吳梅兩主靈駕 長子太俊 上佐致淳

未詳Ⅱ   에 의 이 보임1 ‘ ’ .張 欄外 朴彦方兩主 施主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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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본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발문은 언해 및 간행의 경위를 고찰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제 그 을 여기에 옮겨 놓아 참고에 대비하, 全文

고자 한다.

, , , , , ,余嘗詠歌報之德 昊天罔極之句 以爲藤下 劬勞之恩 圖報無因 每懷殄念者

. , , , , ,有年矣 歲在乙巳 居母憂於西方山麓 相與比丘 往來其間 贈以一卷經 乃吾曾

. , , , , ,祖所成恩重經也 三復讀之 欣然內自感焉 生我之恩 吾知其可報 鞠我之德 吾

, , , , .知其可酬 豈恩德之圖報 將使父母 永離世間之苦 享諸天堂之樂矣 時在憂服之

, , . , , .中 可不爲亡親 信受奉持哉 夫爲父母善心 無間男女 下愚倒見者已矣 易見而

, , , . ,能悟 悟而勇善者 亦無動感之路 是豈如來說敎之本意 余故手傳本 經間以諺

, , , . , ,解 謀諸同志比丘 請工十梓 以通其覽焉 彼忘恩省德者流 可不愧哉 可不懼

. , ( ) , , ,哉 噫 昔我玄祖寶城君 吳 蒙乙 嘗購得中原 照夜之璧十餘枚 忘貽後家傳之爲

, , , , ,寶 而獻於遠燈庵之佛前 第見曾祖從仕孝綿於造此經 施主魁居 則信敬善心 有

. , , . , ,自來矣 至今子孫 振振之盛 豈非陰德之所賴也 今我重刊 雖不敢僭言其善 本

, .於紹二祖之志 則有得焉矣

嘉靖紀元之乙巳 月 日 寶城後學吳應星謹誌 山陽 吳氏 東溪「 」「 」 「 」

2) 祖院庵板系
조원암은 평안도 안변의 에 소재했던 암자로 알려져 있다 비록 지리적으.香山

로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찰에 불과하여 어느 문헌에서도 그 존재 여부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아마 인근에 있는 의 부속 암자로 보여 진다 보현사, .普賢寺

에는 로 과 등 유사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山內末寺 上院庵 內院庵

현사의 말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원암에서 이 책이 간행되었던 년대. 1680
에 보현사에서는 대략 종의 불서가 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14 .
책이 조원암에서 개판되었는지는 별도의 발문이나 후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의 간기면에는 짤막한 과 만이 보이고. ,發願文 刊記 施主名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은 으로 판면에 간간히 이, 邊欄 四周單邊 界線

나타나 있다 은 반곽을 기준으로 가 이며 은 로 되어. 16.5cm , 14cm匡郭 板高 板幅

있다 행자수는 의 반엽을 기준으로 서명이 있는 전면이 이며 각 행은. 1 11 ,張 行

씩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의 는 로 되어 있18 . 2字 板心部 魚尾 上下內向 葉花紋魚尾

으며 판심제는 으로 새겨 있다 그 아래로 가 표시되어 있다, ‘ ’ . .恩 張數

권말에는 별도의 발문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와 를 비롯하여, 王妃 主上殿下 世

와 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 ’子 宗室 祝願文 天下太平法輪轉

이라는 발원문도 함께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래로 줄을 바꿔. ‘寶判施主居士道元
와 라 하여 대표 시주와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 ’ ,兩主 願成刻字惠遠比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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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행에 이란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28 ’ .康熙 年己巳孟夏香山祖院菴開刊

후면에 등 의 시주명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그림14 < 5, 6 >.朴士男 人 參見

조원암판은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언해 원간본인 초역본과,
비교해 보니 전체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에서.
초역본에 비해 판고가 대략 정도 축소되어 있어 인면이 조밀한 인상을4.5cm ,
주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의 전면이 으로 되어 있어 여타의 판본. 1 11張 行

이 으로 되어 있는 점과 구분되고 있는데 이는 이어 후면에 수록되어 있는10 ,行

판화의 모습이 확대되는 바람에 부득이 앞쪽으로 이 증입되는 판면의 변화를1行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해부분 역시 한 글자를 낮추어 시작하고 있는.
데 반하여 바로 맨 위쪽에 부쳐서 새기고 있는 점이 구별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변화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의 의 모22圖 版畵

습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간본인 초역본은 의. 花岩寺板

영향을 받고 있으나 조원암판은 계통의 판화를 간략화하여 모각하였던, 合部本

것으로 보인다 그림 와 한글서체는 초역본에 비해 조밀하고 고< 11,12 13 >.對照

딕화된 느낌을 보이고 있다 조원암판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종이 조. 1龍藏寺板

사되었는데 이 역시 평안도 에서 간행되었다, .定州

표 의< 2> (2 )祖院菴板 系統 板本 種

板本名 刊行地 刊行寺刹 刊行年度 刊行記錄

祖院庵 평안 안변 조원암 1689 28康熙 年己巳孟夏日 香山祖院菴開刊

龍藏寺 평안 정주 용장사 1705 44 4康熙 年 月日 定州大德龍藏寺開板

3) 金山寺板系
금산사판은 숙종 년에 전라도 김제 금산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후46(1720) .
이 판본을 저본으로 또는 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조선 후기覆刻 飜刻

언해본의 한 계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본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간헐적으로 판면에 계선이 나타나, ,
있다 광곽의 크기는 세로 에 가로 정도로 계측되며 반엽은 행. 21.7cm 17.3cm , 10
으로 각 행마다 씩 배자되어 있다 판심부에는 상하내향의 엽화문어미가 보20 . 2
이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이라는 판심제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권말에 짤막, ‘ ’ .恩

한 발문이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

. , , , , ,嗚呼 余少失雙親 無所依賴 幸逢植蓮長老 削髮因爲敎誨 貝葉而未知 句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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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中止 每自悅嘆而已 一日講蓮經 至五種法師之文 感發寫經之意 爲父母七軸三

, , .件書成 又彌陀 金剛 地藏 觀音 長壽滅罪 遺敎等十餘卷經 寫之而心有闕如也

, , , , , ,末年又得此經 僅寫十九卷 年老眼昏 未遂素願 募諸檀那 備板巧槨 印出班布

, , , ( ) , ,耳 以此功德伏願 各各隋喜同參等現存 爲 先亡父母 俱生樂國 共證無生云　

東西沙門海鑑識

발문 다음으로 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主上殿下 願文

음행으로부터 간행 참여자의 이름이 차례로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본문을 쓴.
으로 과 등이 보이고 있으며 으로는 의 이름,寫員 日映 善和 畵員 義允 做飯 淡印

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인 과 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刻字判事 自性 替英 比

인 는 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맨 끝에. ‘ 59 2丘尼 覺悟 引勸 康熙 年庚子 月日 全羅道金

이라는 간기가 있어 본판이 숙종 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 46(1720)溝金山寺開板

수 있다 그림< 7, 8 >.參見

이상의 판본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초역본계통의 판본과 비교해

서 판면이 약간 확대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판식의 특징은 커다란 변화는 없다, .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 및 서체의 양상에서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 판화는 계통의 영향. 初譯本 花岩寺板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의 판화는 을 기본으로 하, 金山寺板 祖院菴板

고 인 을 참작하여 하였던 것으로 보여, (1681 )明代 覆刻本 雙溪寺板 年刊 模寫 板刻

진다 그리하여 초역본계의 판화는 비교적 대상의 선을 단순히 처리하였던 것에.
비해 금산사판은 사물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
데 금산사판의 판화 가운데 과 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로 뒤바뀐‘ ’ ‘ ’第一恩 第二恩

것으로 보여 이를 주관하였던 등의 결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한다 그, <畵者 義允

림 과 그런데 을 저본으로 한 과13 14,15 >. ( )對照 金山寺板 覆刻 飜刻 文殊寺板 南

高寺板8) 종의 판본이 보이고 있는데 모두가 금산사 인근의 사찰에서 간행되었2 ,
다.

표 의< 3> (3 )金山寺板 系統 板本 種

板本名 刊行地 刊行寺刹 刊行年度 刊行記錄

金山寺 전라 김제 금산사 1720 59 2康熙 年庚子 月日
全羅道金溝金山寺開板

文殊寺 전라 고창 문수사 1760 25乾隆 年季庚辰春
高敞文殊寺南 菴開板留鎭于大寺

南高寺 전라 전주 남고사 1801 歲辛酉夏 全州南高寺開刊

8) 은 은 의 에 있는 만을 새로 하여 하였던 것黑田亮 南高寺板 金山寺板 卷末 刊記板 板刻 印出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 ( : , 1940), p.169].黑田亮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

으로 하였으나 필자가 실사한 결과 두 은 온전한 관계임은 분명하다, .同一板 鑑識 板 飜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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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본2.

은중경판에는 순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판본 외에 한문에 언해를 첨부한 판본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에 순한글로만 되어 있는 판본도 간행된 바 있다 이러, .
한 판본 가운데 최초로 간행된 것은 우리나라 최북단인 함경도 영흥지방인 泰博

에서 간행된 이며 이후 정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간행을 보게된,山 鎭靜寺 板本

이 있으며 세기 초반에 간행된 것으로 비교적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20龍珠寺板

도 보이고 있다 이들 판본은 전문이 순한글로 되어 있어 언해본과. ,姜在喜發願本

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어학적 입장에서도 조.
선후기의 북한지역의 민간과 궁중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국어의 변화 양상을 검

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다음은 현재까지 조사된 순한글로.
쓰여진 은중경 판본이다.『 』

표 한글본 의< 4> (4 )系統 板本 種

板本名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度 刊行記錄

鎭靜寺 함경 영흥 진정사 1731 6擁正辛亥 月 泰博山鎭靜寺開刊

龍珠寺 경기 화성 용주사 1796 歲柔兆執徐仲夏開印 藏于花山龍珠寺

姜在喜 경성 강재희 1912 세재임자월일 신자신불강재희근서

權相老 경성 권상로 1925 14 7 15 ( )大正 年 月 日 有於版權記

1) 鎭靜寺板
순한글본으로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으로 영조 년에 함경도7(1731)鎭靜寺板

영흥의 에서 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서 한문본에서 살펴 본 바,鎭靜寺

있다 이 판본에는 한문본과 함께 한글본이 되어 있다 이는 한문본의 단순. .合綴

한 언해가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모두 한글로만 표기하고 있어 여타의 언해본,
과는 전혀 다르다 한문본의 말미에는 화암사판계에 수록되어 있는 이 그대. 跋文

로 전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부터 이 차례로 새겨져 있으며 아울러. ,跋文 施主名

간행에 참여하고 있는 등의 이름과 이 기, , , ,良工 別座 都監 三綱 持殿 化主 玉玄

록되어 있다 끝행에 월 이란 간행 기록이. ‘ (1731)6 ’擁正 辛亥 泰博山鎭靜寺開刊

보이고 있다 그림< 16, 17 >.參見

그런데 뒤에 합철되어 있는 순한글부분에는 간행의 근거를 밝힐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어 동일 사찰에서 개판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다만 간, .
기면에 보이는 나 의 특징이 순한글부분의 판식의 특징과 유사한 것으字體 板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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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합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같은 곳에서 함께 간행되었,
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본문은 후대의 것과는 달리 순한글 번역문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간행지역이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함경도 영흥에서 처음으로,
개판된 점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의 국어 변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

료가 아닌가한다 특히 한글 서체에서 보여주는 느낌은 민간의 글씨로. 初譯本

계통의 와는 매우 달라 독특한 맛을 주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오늘.字體

날 상품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토속적인 와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어 개발民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2) 龍珠寺板
용주사판은 정조 년에 경기도 화성의 에서 한문본과 순한글본20(1796) 龍珠寺

의 종이 동시에 간행된 바 있다 이미 한문본에 대해서는 앞에 상술한 바와 같2 .
이 종래의 판본에는 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으나 용주사판에서 유일하, ,本文 分科

게 의 체제로 가 시도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한문본, , .初序分 正宗分 流通分 分科

계통의 판본이 본문 가운데 판화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체제와는 달리 의, 本文
내용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수록되어 있다 특히 앞부분에 를 수록하고.板畵 板畵

있는데 는 모두 으로 가 의 전개 내용에 따라 차례로 실려 있, 7 14板畵 張 圖 本文

다 이처럼 본문은 다른 판본에서는 볼 수 없는 의 순차로 배열되어 있으며. ,分科

각 아래에 을 두고 있는 방식을 취하여 기존의 판본과는 편집 방식이分科 注釋

개편되어 있음을 볼 수있다 이상의 몇가지 주목되는 점이 한문본의 주요한 특.
징으로 보인다 그림< 18, 19 >.參見

그런데 용주사판 한글본을 보면 먼저 전체적인 형태적 특징은 그다지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가 한문과 한글로 된 점 반엽의, ,版畵題 倂記 行字數

가 로 되어 있는 점과 판심제가 라고 로 표기된 등점10 12 ‘ ’行 字 恩重經諺解 漢字

이 다를 뿐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편성체제가 한문본에서 시도되었던 형식. 分科

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문은 한문을 모두 한글로 하고 한글. 飜字

구결을 부치고 있으며 및 부분은 본문에서 한 를 내려 시작하고 있, 諺解 註解 字

다 는 로 쓰고 있으며 는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 , .諺解 大字 註解 小字 雙行

분의 내용은 한문본과는 다르다 그것은 한글본에서는 실제적으로 주해부분에서.
언해와 주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다른 계통의 언해본이나 한글본

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체는 숙종 이후로 궁중에서 본격 사용된 궁.
체로 쓰여있다9).

9) 박병천 한글궁체연구 서울 일지사, ( : , 1983), p.11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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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姜在喜板
강재희판은 년에 경성에 사는 강재희의 발원에 의해서 간행을 보게된 판1912
본이다 그런데 이때 종의 판본이 동시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하. 2 .
나는 용주사판 한문본을 저본으로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병행 표

기하고 아울러 한글로 구결을 부쳐 간행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용주사판 한글본, ,
을 저본으로 전체적으로 축소된 모습으로 발행되었다.
한글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권두에 가 차, ‘ ’ 14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圖

례로 수록되어 있으며 권두 판화 다음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란 서명이 보이, ‘ ’
고 있다 제 장의 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판면에는 계선이 뚜렷. 1 ,板式

하게 보이고 있다 반곽의 크기는 세로 이며 가로는 로 현대적 감각. 18cm , 11.5cm
을 느낄 수 있다 반엽은 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자씩 배자되어. 10 , 20
있다 판심부에 있는 어미는 상하향흑어미로 아래에 장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어. ,
미의 위쪽으로 은중경이란 판심제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이 판심제가 한글‘ ’ .
로 표기된 점은 용주사판이 한자로 표기된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

으며 새로 개선된 점으로 평가된다 권말에는 부모의은혜갑는진언과 왕생진언, . ‘ ’ ‘ ’
으로 본문의 끝을 맺고 있으며 다음 장에 세재임자납월일이란 간기를 기록하, ‘ ’
고 이어서 정각거사신축생 강문환부부를 비롯하여 명의 시주명이 차례로 수‘ ’ 18
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
데 서사에는 안동원과 리석규가 보이고 있으며 교정에는 김흥수 김동찬 박보, , , ,
영 함대호가 참여하였고 각수로는 김석영 정관심 정도영 김홍태의 이름이 수, , , , ,
록되어 있다 다음면에는 발원자인 강재희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 20, 21
>.參見

본문의 편성체제는 본문의 를 단순히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漢字 飜字

비로소 본문보다 한 글자를 내려 쓰고 있는 언해부분이 순한글로 번역문을 수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용주사판과 유사하나 언해부분에 주해문이 제외되. ,
어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신도층을 대상으로 간행하였을. 需要

경우에 상세한 주해는 오히려 번잡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은 시대 감각에 부응한 진보된 편집방식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
책은 용주사판보다 년 후에 간행된 것으로 한글로 표기된 구결과 국어표기법116
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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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權相老板
이 책은 권상로선생에 의해서 년에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발행되었다1925 .
본문의 편찬 방식은 기본적으로 용주사판 한글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새롭게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판화부분을 본문의 해당 내용 가운.
데로 삽입시킨 점이 초역본 계통의 편집 태도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
문을 단으로 편집하여 윗단에는 본문의 한글에 대한 한자표기와 간략한 주해를2
겸하는 부분으로 에 해당되며 아래단에는 본문을 수록하고 있다 본문은 한, .頭註

글번역이 에 해당되며 한글 주해문은 보다 두 글자를 내려서 편집되어,正文 正文

있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가 실려 있는데 년에 최남선 등이 설립한, 1907版權記 新

에서 년에 인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에서 도1925 .文館

입된 인쇄기기에 의해서 인쇄되었을 것이며 종이 역시 전통한지가 아닌 수입,
양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역본은 대부분 이 책을 저본으로 번역하였던.
것으로 내용의 변화나 국어표기의 변천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언해 한글본 서체의 특징.Ⅳ ㆍ

의 한글서체1. 諺解本

1) 初譯板
초역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에 전라도 완주 지방에 거주했던, 1545 寶

의 대손인 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해되어 개판을 보게 되5城 吳氏 吳蒙乙 吳應星

었던 판본이다 이 초역판은 언해자가 살았던 인근의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언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한문서체와 본문에 수록된 판화.
의 특징으로 보아 인근에 위치한 고산 화암사에서 년에 개판되었던 판본을, 1441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역되었던 세기 중반을 전후로 하여 우리 문헌에 대한 언해 작업이 본격16
추진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최세진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한자학습에 참.
고하도록 훈몽자회가 년에 을해자로 인출되었다 이 책에는 한자 이래로 언1527 .
문새김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후 수차의 중간이 있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민, .
간에 한자학습과 더불어 국어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는 계기를 부여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무렵에 사대부 사이에도 언문편지가 교환되고 있으며. ,
한편 에 한글로 각자된 이 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 > 1536靈碑 碑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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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글 해독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대략 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이른바 한글을 사1
용한 일반적인 한글 서체는 월인석보 나 간경도감판 언해본 등의 활자본에서『 』

보이고 있는 정방형의 딱딱한 고딕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초역본이.
간행되었던 세기 중반에 이르러 민간에 가 등장하면서 점차 의 변16 諺文書 字形

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기 초기에 한글서체의 변화양상은 의 이. 16 字形 書線

점차 유연해지면서 초성 자음을 작게 쓰고 가로획의 오른쪽 부분이 약간 올라,
가도록 쓰고 있으며 세로획은 점차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훈몽, .
자회 의 출현 이후 이러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527 ) .年刊

그리하여 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은 더욱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6 書線

그림 22 .參見〈 〉

그리하여 초역본의 한글서체도 이러한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
로 초역본의 자획의 균형이 일정치 않아 가로획은 가늘어졌으며 오른쪽 어깨부,
분이 왼쪽에 비하여 뭉뚱하면서 약간 올라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로획은 굳고 붓으로 쓴 느낌이 살아 있는 듯 기필점과 수필점이 날렵한 맛을

주고 있다 한자 서체는 화암사본보다 글씨의 크기나 서풍이 불규칙해진 편이다. .
한글 서체는 세로획이 굵고 가로획이 약간 가는 각진 목판본체의 전형을 보여주

지만 자획의 균형이 잘 안맞는 매우 허튼 서풍이 매력적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
체가 갖는 규격화된 서체에서 서툴게나마 초기 한글 필사체의 힘찬 표정이 살아

있다 이 서풍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붓으로 쓰는 한글 서체가 개발된 점에 주목.
해야 한다.

2) 金山寺板
금산사판은 숙종 인 년에 개판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조선후기로 넘1720沒年

어가는 시점의 판본이다 이 판본은 언해본 중에 초역판과는 다른 계통이다 이. .
들 사이에 주목되는 변화는 판화의 양식이 합부본 계통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체 역시 초역판에 비해 훨씬 필기체 한 붓글씨체로 보여진다.化

그런데 이 판본에는 과 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으로는. ,書員 畵員 書員 義允 做

등 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은 과 인이 보이고, 3 , 2飯 淡印 寫員 日映 善和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나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전면적으. 板畵 板書

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 과 로 밝혀진 것도 보기 드문. 書寫者 日映 善和

사실이며 그들은 이름으로 보아 당시 금산사에 머물렀던 스님으로 짐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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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년 금산사판 계통의 언해본에서는 한글 서체의 변화를 눈여겨1720
볼 일이다 판본서체의 딱딱한 맛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획이 가늘. ,
어졌고 붓글씨 서풍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이 끝나는 맨 끝 글자의.
자획을 길게 내리 뺀 스타일이 그러하다 년의 남고사 판본은 변상도의 단. 1801
순화된 치졸함으로 퇴락했지만 서체만은 약간 흘림체의 기분을 살려 내어 눈맛,
이 좋다 판본의 각진 힘과 필사체의 유연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이다 그. <書風

림 23 >.參見

한글본의 한글서체2.

1) 鎭靜寺板
은중경 가운데 순수 한글로 쓰여진 책으로는 영조 년 에 함경도 영흥의7 (1731)

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이 가장 이르다 이 책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은.鎭靜寺

중경의 출판 형식에서 주목되는 변화로 여겨진다 이는 진정사판의 경우 앞에.
이 실려 있고 뒤에 한글본이 수록된 체제로 편집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漢文本

그런데 진정사판 한글본의 서체는 이전에도 간행된 은중경판에서 볼 수 없는 매

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글서체의 전체적인 특징은 강함과 굳센 느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 일정한 규칙없이 분방하게 쓰여져 있어 같은 글자라도 그 느낌이 천차,字劃

만별이다 가로획의 시작점은 붓을 막 가져다 댄 듯 날카롭게 파여 있으며 끝. ,
점은 위로 뭉쳐 있는 듯 하다가 아래로 예리하게 파내렸던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붓맛보다도 오히려 한 칼맛이 힘있게 느껴진다 그리.刀刻

고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은 이 더욱 굳센 힘을 느낄 수 있다 이.書線

러한 현상은 자음 중 하나인 의 표기에 있어서 주목된다 즉 을 표기하면‘ ’ . ‘ ’ㄹ ㄹ

서 와 같이 쓰고 있어 밋밋하고 평이한 느낌에서 강하고 굳센 느낌을 부추‘ ’ ,巳

기고 있는 듯하다 그림< 16 >.參見

이 책에는 한글서체를 쓴 서사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함경도,
영흥의 진정사 스님이나 혹은 그 인근 지방에 살았던 민간인에 의해서 쓰여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궁실이나 중앙의 전문 출판기관에서 간행된 서책에.
서 주는 느낌과는 매우 다른 함경도 기층 민중의 강건한 서체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글 서체는 오늘날 각종 광고의 문안이나 서적의 제목 등.
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소위 라 불리우는 계통의 서체와 매우 흡사하다‘ ’ .民體

그리하여 여타의 언해본에서 볼 수 없는 서체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향후,
서체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44 한글 의 및 한글서체에 관한:韓國本 父母恩重經 諺解 板本 硏究『 ㆍ 』

2) 龍珠寺板
은중경판 가운데 최선본으로 꼽을 수 있는 용주사판은 정조의 하명으로 국가

적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다 그 결과 용주사판은 한글본과 한문본이 동시에 출.
판되었으며 특히 한문본은 목판본과 석인본의 가지 형태로 인출되었다 또한, 2 .
권두에 수록된 판화는 목판으로 를 각판한 이후에 이를 다시 구리로 주조14 ,圖

한 동판도 현재 화성 의 박물관에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한글서체를.龍珠寺 聖寶

다른 여러 를 살펴보아도 기이하게도 용주사판 한글본에 관한 글은 전혀,論考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용주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변상도의 회화성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서.
책의 꾸밈새도 그렇지만 특히 한글 서체의 새로운 개발이 돋보인다 약간 길쭉.
한 모양새로 붓의 흐름을 살린 단정하고 미려한 궁중서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궁체의 출현은 대략 현종대의 와 에서 보이기 시작. 諺文 傳敎書 諺簡

하며 숙종대에 어느정도 정형미를 갖춘 궁체로 안정화되었던 현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세기 이후로 한글 소설류들이 필사되기 시작하면서 흐름체가 가미된. 19
자형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궁중에는 및 등의 를 전문. 諺文傳敎書 小說 書寫

적으로 담당했던 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書寫尙宮 10) 이들은 오늘날 한글 서예사,
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주인공인 것이다 아마도 이들에 의해서 쓰여.
진 용주사판의 한글서체는 현재에도 궁체의 으로 보인다 그림< 18 >.典範 參見

이러한 용주사판 한글본 서체는 궁체의 정형으로 은 이며 세로쓰,字形 長方形

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붓글씨로 쓰여진 것으로 착각할 정.
도로 정자체로 매우 단아하고 미려한 서풍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 특. 書寫者

출한 능력도 엿 볼 수 있으나 실로 이처럼 정교하게 판각해 낸 의 노고가, 刻功

흠뻑 묻어나오는 듯 하다 는 당시 궁전에 소속된 전문 에 의해. 書寫者 書寫尙宮

쓰여진 것으로 짐작된다11) 그러나 다음해에 간행된 한글본 오륜행실도 의. 『 』

서체와는 사뭇 다른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과 사이에서 나타나. 活字本 木板本

는 특징으로 보인다 활자본인 오륜행실도 는 정방형의 자형을 보이고 있어. 『 』

인서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서체와는 달리 붓으로.

10)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디에도 의 존재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박병천‘ ’ .書寫尙宮

과 김일근의 논고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박병천 한글서체[ , ; ,上揭書 金一根 「

변천의 개관 한글서예변천전 서울 예술의전당( : , 1991), p.164.].」 『 』

11) 조선에 문서나 을 하는 전문 이 이었다 초기에는 별도의 전문.事大交隣 御製文 書寫 官員

이 없었으나 후에 궁중의 에 인과 에 인의 사자관을 배치하여, 40 8寫字官 承文院 奎章閣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란 직위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書寫官

특별한 목적으로 할 때 문신 중에 를 선발하여 임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書寫 繕寫者

다 그러나 정조 개인의 사사로운 의 목적으로 을 서사하는데 문신이나. ( )佛事 佛經 恩重經

관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에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書寫尙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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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자형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 전문 한글 서예가,
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정에서. 書寫

표출되는 과 완급이 살아있는듯한 기맥이 보여지고 있어 그 균형미가 잘,動靜

나타나고 있는 이다.書風

3) 姜在喜板
강재희판은 년에 강재희 등의 발원으로 간행된 판본이다 그런데 이 책은1912 .
기본적으로 년에 간행된 용주사판을 바탕으로 축소 하여 새로 각판하였1796 模寫

다 그러나 용주사판에서 느낄 수 있는 필력이나 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筆法

강재희판의 한글서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기에 한글 소설류를 필사할 때19
쓰였던 반흘림체의 궁체로 쓰여 졌다 그리하여 에서 주는 느낌은 용주사판. 印面

의 유려함에서 보다 자형과 자획에 균형미가 상실되어 전체적으로 날카롭고 굳

센 맛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목판에 새겼다는 점을 한층 실감케 하고.
있다 그림< 20 >.參見

이 책에는 권말에 서사 안동원과 각수 김석영 정관심 정도영 김홍태 등의‘ ’ ‘ , , , ’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로보아 판서본은 안동원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이를 김석. ,
영 등 인의 각수에 의해서 판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 많은 부녀자4 .
들의 시주로 이 책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주는 시주명이 보이고 있다.

. 結 言Ⅴ

이상에서 의 초역본을 비롯하여 언해본 종 및 한글본 종 등31 4父母恩重經『 』

모두 종에 대한 현황 및 형태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언해35 ,開板

본 및 한글본에 쓰여진 한글서체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
사실로 요약된다.

언해본은 당시에 완주 인근의 지방에서 살았던 의 대손인1. 5寶城吳氏 吳蒙乙

이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할 목적으로 집안에 전해오던 을 바탕으吳應星 手傳本

로 언해 간행하였던 사실을 밝혔으며,
언해의 저본으로는 판화의 양식적 특징과 당시 언해자 이 거주하였2. 吳應星

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하였을 가능

성이 있는 사찰본으로 완주 인근에 자리한 고산 에서 년에 간행되었, 1441花岩寺

던 판본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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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에 의해서 된 이래로 전국의 사찰에서 개판된 언해본3. 吳應星 初譯

은 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한글본은 등 종으로 조사되어 현재31 , 4鎭靜寺板

모두 종의 판본을 발굴하였다35 .
이에 언해본 종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계통이4. 31 , 初譯本

종으로 가장 많은 판종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계통의 종과26 , 2祖院菴板 金山

계통의 종이 각각 개판되었던 현황을 보이고 있다3 .寺板

다음으로 언해본의 간행시기는 년에 초역되어 간행된 이래로 조선후기5. 1545
인 년에 이 개판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순수 한글본은1806 ,安心寺板

년에 함경도 영흥의 에서 처음으로 개판된 이래로 일제하인 년에1731 1925鎭靜寺

권상로에 의해서 조선불교중앙종무원에서 간행된 바 있어 대략 한글 창제 세, 1
기 이후로부터 한글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결정적 자료로 평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개판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해본 및 한글본은 어느 특정 지역에 집6. ,

중되지 않고 전국의 도에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언어지리학적 측8 ,
면에서 국어의 방언 및 형태 연구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언해본의 한글서체는 한글 창제 세기가 흐른 세기 중반에 이르러 점차7. 1 16

다양한 주제의 문헌이 언해되면서 나타나는 필서체의 경향이 전주 인근의 지방

에서 간행된 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이러한 특징은,初譯本

금산사판에 와서는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한글본의 한글서체의 특징은 민중체와 궁중체로 구분되고 있는데 함경도8. ‘ ’ ‘ ’ ,

영흥지방에서 개판된 진정사판은 굳세고 강한 서풍과 예리한 의 맛이 나타刀刻

나고 있다 한편 궁중의 에 의해서 서사된 용주사판은 붓 맛이 흠뻑 살. 書寫尙宮

아 있는 듯 한 세로쓰기의 장방형 궁체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따.
라서 이들 한글서체는 시급히 우리 전통 서체의 멋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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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1 (1545 ) 2諺解 初譯本 年 初譯本 卷末〈 〉 〈 〉

그림 그림< 3 (1) 4 (2)初譯本 吳應星 跋文 初譯本 吳應星 跋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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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5 (1689 ) 6祖院菴板 年 諺解 祖院菴板 刊記〈 〉 〈 〉

그림 그림7 (1720 ) 8諺解 金山寺板 年 諺解 金山寺板 刊記〈 〉 〈 〉



한글 의 및 한글서체에 관한:韓國本 父母恩重經 諺解 板本 硏究『 ㆍ 』 49

\

그림 9 (1441) ‘ ’ 1,2花岩寺板 父母十恩圖 第 圖〈 〉

그림 의10 (1545 ) ‘ ’ 1,2初譯本 年 父母十恩圖 第 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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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11 ‘ ’ 1 12 ‘ ’ 2合部本 父母十恩圖 第 圖 合部本 父母十恩圖 第 圖〈 〉 〈 〉

그림 의13 (1689 ) ‘ ’ 1,2祖院菴板 年 父母十恩圖 第 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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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와 바뀜14 (1720) ‘ ’ 1 (* 2 )金山寺板 父母十恩圖 第 圖 第〈 〉

그림 도와 바뀜15 (1720) ‘ ’ 2 (* 1 )金山寺板 父母十恩圖 第 圖 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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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글본 그림16 17鎭靜寺 鎭靜寺本 刊記〈 〉 〈 〉

그림 한글본 그림18 19龍珠寺板 龍珠寺板 刊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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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20 (1912 ) 21姜在喜本 年 姜在喜本 刊記〈 〉 〈 〉

그림 한글서체 그림 한글서체22 23諺解 初譯本 金山寺板〈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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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set up an allocation model of foreign serial acquisition
funds among departments by the goal programm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riental language and literature : 1.04%,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0.68%, Western language and literature : 0.51%, Humanity and sociology:
3.3%, Mathematics and statistics : 9.76%, Natural science: 10.17%, Civil,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10.17%, Architectural engineering:
0.78%, Mechanical engineering : 10.17%, Material and metal engineering:
5.99%,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9.72%,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 4.05%, Chemical engineering: 8.80%, Textile and fashion
engineering : 5.72%, Law : 0.68%,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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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conomics : 3.25%, Business administration: 2.70%, Pharmacy : 2.55%,
Agronomy and animal science: 1.17%, Horticultural, landscape and forest
resources: 1.11%, Food science and applied microbiology : 2.28%, Home
economics: 1.12%, Physical education: 0.51%, Education: 0.51%, Art and
design: 0.82%, Music: 0.75%.

서 론.Ⅰ
연구의 목적1.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을 통하여 지식 추구와 연구활동 및 인격함, ,
양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사회의 제반여건이 충실하게

구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목적이 최대한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자료와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양질의 정보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대학당국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배정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등록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의 재정악화IMF
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졌다 즉 대학도, .
서관은 물가상승과 원화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출판물 가격의 상승 폭발적인 정보량의 증가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 , ,
및 새로운 정보봉사에 대한 요구 등의 도서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

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처럼 도서관 주변환경의 급변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한계이익과 한계비, "
용을 같도록 배분하여 자원배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1)하
도록 할 것인가 라는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한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 방안 모

색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료구입비 배정과 관련된 문제는 고도화 되어가는 지식영"
역과 지식총량의 확대 요구도의 다양화 및 인적능력과 예산의 제한성이라는 현,
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장서구성을 이룩할 것인가 하

는 근본적인 문제"2)와 직결되어 있어 문헌상에서나 현장에서나 계속되는 관심

1) Steven D. Gold, "Allocating the Book Budget: An Economic Model,"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6, No. 5(Sept. 1975),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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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자료,
구입비 배정모형들도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자료구입비 배정모형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오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학자들에 의해 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적인 주요한 이유 두 가지를 든다면 샤드 가 사서는 자료구입, (J.G. Schad) "
비 배정모형을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도전 즉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방어하,
기 위한 도구 또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 할 필요성이 있다"3)고 주장하고 로리,

도 정치적인 역학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변덕스(C.B. Lowry) "
러운 간섭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도 도서관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변수에 근

거한 모형이 필요하다"4)고 주장한 바처럼 첫째는 제한된 자원을 공평과 요구에,
근거하여 배정할 필요성 때문이며 둘째는 부족한 자원의 배정에 관련하여 정치,
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5)이라는 점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학과 또는 주제별 자료구입비 배정모형들을

보면 편의 논문2 6)을 제외하고는 단일 목표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7) 상기한

2) 의 모델에 관한, " ," (孫正彪 大學圖書館 學科別 圖書費豫算配定公式 硏究 圖書 館學會誌 延

), 4 (1979), p.192.世大學校 圖書館學會 第 號

3) Jasper G. Schad, "Fairness in Book Fund Allo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48, No.6(Nov. 1987), p.480.

4) Charles B. Lowry, "Reconciling Pragmatism, Equity, and Need in the Formula
Allocation of Book and Serial Fund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53, No.
2(Mar. 1992), p.124.

5) Ibid.
6) Mary Heying Beilby, "Allocation of Academic Library Acquisition Funds: A Goal
Programming Approac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1982;
Kenneth Wise and D. E. Perushek, "Linear Goal Programming for Academic Library
Acquisitions Allocations,"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Vol. 20. No.
3(Fall 1996), pp.311 327.∼

7) William E. McGrath, Ralph C. Huntsinger and Gary R. Barber, "An Allocation
Formula Derived from a Factor Analysis of Academic Department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0, No.1(Jan. 1969), pp.51 62;∼

S.K. Goyal, "Allocation of Library Fund's to Different Departments of a University:
An Operation Research,"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4, No. 3(May 1973),
pp.219 222;∼

James A. Yunker and Carol G. Covey, "An Optimizing Approach to the Problem of
Interdepartmental Allocation of the Library Material Budget,"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and Theory, Vol. 4, No. 3&4(1980), pp.199 233;∼

Lowry, op. cit., pp.121 137;∼

, op. cit., p.191 216;孫正彪 ∼

대학도서관 연구용 도서 및 학술잡지 예산배정모형 무차별곡선이론을 중심으, " :李光東

로 미간본 석사학위논문," , , 1990.慶北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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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유중 공평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요구의 반영도

가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요구도 즉 이용도를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평,
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어 이들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모형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수 학생 연구자 등의 다양한 계층간의 요구가 복합적이, ,
고 상충되는 목표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법인 목표계획법 을 적용하OR (goal programming)
여 대학도서관의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안을 제시하고자( )
한다.

연구의 방법 및 한계2.

연구의 방법1)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구입비 배정모형에 사용한 목표는 이 연구의 사례도서관인 대학교Y①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목표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
해 설정한 후자의 목표들에는 이용자계층에 따라 봉사부담률이 서로 달리 나타

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층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

다.
선정된 목표들의 우선순위는 대학교 도서관의 외국 연속간행물 담당자와Y②

의 면담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외국 연속간행물의 학부 과 별 평균가격은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자료( )③

가격지수위원회 가 조사하여 발표한(Library Materials Price Index Committtee)
년도의 학부 과 명과 일치한 주제별 평균가격1999 ( ) 8)을 기초로 하였으며 학부 과, ( )

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학부 과 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의 평균( )
가격을 적용하였다.

교수 수 대학원학생 수 학부학생 수에 관련되는 실제 자료는 대학교의, , Y④

년도 통계자료1999 9)를 사용하였다.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의 해 는 선형계획법 컴퓨( ) ( )解⑤

터 프로그램인 의 목표계획법 절차를 사용하여 산출하What’s Best ver. 4.0「 」

8) Barbara Albee and Brenda Dingley, "U.S. Periodical Prices: 1999," American Libraries,
Vol. 30, No. 5(May 1999), pp.84 92.∼

9)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대학교의 교육행정시스템인 에서 년도 통계자료를Y EASY 1999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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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의 한계2)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속간행물 구입비의 학부 과 별 배정모형은 외국의 연속간행물만으로 국( )①

한하였다 그것은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자료구입비중 외국 연. ,
속간행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예산배분도 대체로,
학부 과 별 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분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 ,
논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 정립을 위한 사례연구 대상②

도서관 선정은 각 대학도서관마다 설정된 목표와 그 우선순위가 다르고 관련 요

소들의 데이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 도서관만으로 국한하였다Y .
이 연구에서 정립한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은 대학교 도서관Y③

의 경우 전자저널은 학부 과 에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 )
으므로 연구대상범위에서 제외하고 학부 과 별로 배정되는 인쇄매체형태의 연속, ( )
간행물만으로 국한하였다.

목표계획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Ⅱ
목표계획법의 개념1.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성격 유형 관리철학 그리고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 ,
며 현대에 와서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는 조직은 거의 없게 되었다 고전적, .
경제이론에서는 이윤의 최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로 인정되어 왔지만 오늘,
날 동태적 기업환경하에서는 이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은 없다.10)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상호 상충하는 이익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자원 복잡한 환경에, , ,
대한 제한된 분석능력으로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결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수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결

정기준도 동시에 다차원이어야만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계량적 기법 또한 다수,
의 의사결정기준을 취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다수목표문제를 해결하기. "
10) 어퍼레이션스 리써치 과 그 서울, , : ( : , 1990),李相文 白淙鉉 經營科學的 技法 適用 三英社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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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가운데 현재 가장 설득력 있고 적용이 용이한 방법이 목표계획법, "11)
이다.
목표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의 확장 내지 수정된 개념으로서 선형계획법에서와" ,
같이 목적함수를 직접적으로 최대 최소화하려 하지 않고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 ,
는 편차를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최소화하려는 기법"12)으로 목표의 우선 순위,
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가 원하는 수준만큼 달성된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가 상위 목표의 달성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해가 구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기법을 의미한다.13)
이와 같은 목표계획법은 년에 찬스 와 쿠퍼 에1961 (A. Charnes) (W.W. Cooper)
의해서 기초적 개념이 처음 소개14)된 후 일반적인 역산법(generalized inverse

을 제시한 이지리approach) (Y. Ijiri15) 와 수정 단체법) ( : modified修正單體解法

을 제시한 이상문simplex method) 16)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기법과 해결법이 개
발되면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목표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 " "17)가 되

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목표계획법의 중요한 장점을 들면 상충하는 다수

목표의 수용 가능성 외에 현실세계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룰 때 의사결정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18) 즉 의사결정자는,
다수 목표간의 편익과 유용성을 기수 의 값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 )基數

며 단지 목표간의 상대적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행하게 되는,
데 목표계획법은 이러한 다수목표간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최적해를 산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9)

목표계획법의 기본 모형2.

주어진 문제에 목표계획법을 적용하려면 의사결정자는 우선 그 문제가 목표계

11) 서울, , ( : , 1983), p.50.李相文 李炳贊 多目標意思決定論 法文社

12) , ,李相文 白淙鉉 op. cit. p.147.
13) 의 서울 법문사, : MS Keyware ( : , 1998), pp.232 233.李相文 經營科學論 活用 ∼

14) A. Charnes and W.W. Cooper, Management Model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Linear Programming(New York: John Wiley & Sons, 1961)

15) Y. IJiri, Management Goals and Accounting for Control(Chicago: Rand-McNally,
1965)

16) S.M. Lee, Goal Programming for Design Analysis(Philadelphia: Auerbach Publisher,
1972)

17) ,李相文 op. cit., p.233.
18) 서울, : OR/MS( : , 1995), p.286.金相鍾 計量經營學 三英社

19) , ,李相文 李炳贊 op. cit.,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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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이 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계획법의 모형은 의사결정 변수 제약조건 및 목적함수의 세 가지 기본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20) 이 중 의사결정 변수는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값
이 임의로 주어지거나 수정되기도 하는 모형 내에서의 실제 변수이며 제약조건,
이란 의사결정 변수의 값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변수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나타,
낸다 그리고 목적함수는 모형 내에서의 약간의 변수들을 포함한 하나의 수학적.
표현으로서 그 값은 모든 다른 변수의 값이 결정되면 쉽게 계산될 수 있다, .
이러한 목표계획법의 모형 수립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가설의 설정이 필

요하다.21)
첫째 실제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분석자는 여러 목표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의사결정 변수는 비음 이다, ( :non-negative) .非陰

이러한 가정 하에서 목표계획법 모형의 수립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

어지게 된다.22)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변수와 우항 의 값을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우( ) .右項

항의 상수값은 이용 가능한 여러 자원이나 특정한 목표수준이 되게 된다 그리.
고 의사결정자에 의해 설정된 여러 목표와 약간이라도 관련성을 갖는 모든 변수

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변수와 목표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약조건

식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자의 목표구조를 분석하여 목표함수를 도출해낸다.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과 관련된 편차변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
음으로 필요하다면 동일한 우선 순위에 있는 편차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상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목표계획법의 모형을 제

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3)

20) Ibid., pp.54 55.∼

21) J.P. Ignizio, Goal Programming and Extensions(Lexington: Lexington Books, 1976),
p.5.

22) , ,李相文 李炳贊 op. cit., pp.92 93.∼

23) M.J. Schniederjans and N.K. Kwak, "Alternative Solution Method for Goal
Programming Problems: Tutorials,"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Society, Vol. 33,
No. 3(Mar. 1982),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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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Z :
Wi 편차변수: ni , Pi 에 부여된 상대적 가중치로 비음의 상수
Pi 문제의 형성에서 주어지는 목표달성의 우선 순위:
aij 의사결정 변수에 관련된 상수:
bi 각 제약조건의 우항의 값:
ni, pi 각 목표로부터의 부족 또는 초과 편차변수:

목표계획법의 기본해법3.

목표계획법의 해법은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목적함수에 포함된 편차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선 제일 중요한 목표를 원하는 수준까지 달성한 후 그 다, ,
음으로 중요한 목표를 원하는 수준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목표계획법. ,
은 가능하다면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다수의 목표들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24)
이러한 목표계획법의 기본해법을 보면 도표해법 과( :graphical method)圖表解法

선형계획법의 해법중의 하나인 단체해법 을 수정하여 사용하는(simplex method)
수정 단체해법을 들 수 있다.
이 중 도표해법은 오직 의사결정 변수가 두 개인 이차원의 문제를 풀 때 사용

하는 해법25)으로서 목표계획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주로 활용되며,
수정 단체해법은 최적해를 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변환과정을 채용하는 대수학

적인 방법26)으로 모든 종류의 목표계획법 모형을 풀 수 있는 보편적인 해법이,
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컴퓨터에 의한 해법을 채택하

고 있다.

24) ,李相文 op. cit., pp.248 249.∼

25) , ,李相文 白淙鉉 op. cit., p.163.
26) Ibid.,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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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계획법에 의한 학부 과 별. ( )Ⅲ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안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의 수립1.
목표계획법은 다수 목표의 반영을 가능케 하는 기법이므로 먼저 의사결정자,
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주요변

수 즉 의사결정 변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들을 수학적 모형 즉 제약, . ,
조건식으로 전환한 후 제약조건식에 나타난 편차변수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최소

화하는 목적함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대학교의 년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Y 1999
국 연속간행물 구입비의 학부 과 별 배정모형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목표 수립1)
자료구입비 배정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각 대학도서관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시 고려해야 할

일반화된 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학교 도서. Y
관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 연속간행물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부 과 별로1. ( )
배정한다.
특정 학부 학과 에 자료구입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 과2. ( ) ( )
별 최소 자료구입비 비율과 최대 자료구입비 비율을 설정한다.
장서기준에 제시된 학부 과 별 최저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한3. ( )
다.
도서관에서 입수하고 있는 전체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한다4. .
학부 과 별 교수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한다5. ( ) .
학부 과 별 대학원학생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한다6. ( ) .
학부 과 별 학부학생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한다7. ( ) .

위에서 제시한 목표들 중에서 번 목표들은 대학교 도서관의 성문화된1 4 Y∼

규정은 아니지만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시 기준이 되는 목표들이며 나머,
지 번 목표들은 자료구입비 배정모형 수립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5 7∼ 27)들

27) 버드와 아담스가 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 결과 자료 구입비 배정834
모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로는 학생수가 자료의 가격이 교수수가84.1%, 61.1%,

대출량이 교과목 수가 로 나타났다49.6%, 39.8%, 31.9% (John M. Budd and Kay
Adams, "Allocation Formulas in Practice,"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Vol. 13, No. 4(Winter 1989), pp.38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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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 변수의 결정2)
위에서 제시된 개의 목표를 목표계획법 모형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7
해야할 것은 의사결정 변수의 결정이다.
대학교는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를 각 학부 과 별로 배정해 오고 있으므로Y ( )

의사결정 변수는 학부 과 별로 배정되는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로 하되 개 학( ) , 31
부 과 중 타 학부 과 와 중복되는 사범계 개 학과를 타 학부 과 에 통합시켜( ) ( ) 4 ( ) 27
개 변수로 결정하였다.
결정된 의사결정 변수는 표 과 같다< 1> .

표 의사결정 변수< 1> 28)

학부 과 명( ) 의사결정 변수 학부 과 명( ) 의사결정 변수

동양어문학부 x1 법학부 x15
영어영문학과 x2 정행학부 x16
서양어문학부 x3 통상 및 경제학부 x17
인문사회학부 x4 경영학부 x18
수학통계학부 x5 약학부 x19
자연과학부 x6 생물자원학부 x20

토목도시환경공학부 x7 원예조경 산림자원학부 x21
건축공학과 x8 생물산업공학부 x22
기계공학부 x9 생활과학부 x23
재료금속공학부 x10 체육학부 x24
전기전자공학부 x11 교육학과 x25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x12 조형학부 x26
응용화공학부 x13 음악학부 x27
섬유패션학부 x14  

목표 제약조건식의 수립3)
목표 제약조건식의 수립이란 위에서 서술한 목표들을 편차변수를 포함하는 수

28) 년도의 대학교 학부 과 별 현황에서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1999 Y ( ) , ,
과 수학교육과는 주제분야가 일정부분 겹치는 동양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와 수학통계, ,
학부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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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등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대학교의 년, Y 1999
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첫 번째 목표 외국 연속간행물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학부 과 별로 배정한다( ) .

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년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액은 억원으Y 1999 6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부 과 별로 자. ( )
료구입비를 배정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제,
약조건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 i 학부 과 의 외국 연속간행물의 평균가격( )
: i 학부 과 의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
 부족편차변수:
  초과편차변수:

의사결정 변수인 각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즉( ) , 에 해당 학부 과( )
의 종당 평균가격 즉1 , 를 곱한 후 이를 모두 가산한 가격이 전체 자료구입비

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므로 여기서는 초과편차변수인,   의 최소화를 목표함수

로 한다.
그리고 상기한 공식 중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의 종당 평균가격( ) 1 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자료 가격지수위원회에서 조사한 년도 주제별 연1999
속간행물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하여 년도 평균공정, 1999
환률로 환산한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종당 평균가격은 표 와 같다( ) 1 < 2> .

두 번째 목표 특정 학부 과 에 자료구입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 ( )
하여 학부 과 당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비율과 최대한의 자료구입비 비율을( )
설정한다.

특정 학부 과 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구입비가 배정되거나 또는 적은 자료구입( )
비가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부 과 별로 자료구입비의 최소 배정비율과( )
최대 배정비율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소와 최대 배정액의 비율은 각 대.
학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최소 배정비율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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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구입비의 에 해당하는0.5%

표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종당 평균가격< 2> ( ) 1 29)

학부 과 명( ) 평균가격 원( ) 학부 과 명( ) 평균가격 원( )

동양어문학부 78,747 법학부 107,878
영어영문학과 78,747 정행학부 155,260
서양어문학부 78,747 통상 및 경제학부 189,277
인문사회학부 151,728 경영학부 189,277
수학통계학부 853,131 약학부 343,276
자연과학부 1,172,271 생물자원학부 136,960

토목도시환경공학부 623,060 원예조경 산림자원학부 129,518
건축공학과 123,656 생물산업공학부 400,099
기계공학부 638,172 생활과학부 110,411
재료금속공학부 653,272 체육학부 55,312
전기전자공학부 506,573 교육학과 117,414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506,573 조형학부 60,199
응용화공학부 769,307 음악학부 59,854
섬유패션학부 769,307    

원으로 최대 배정비율이 에 해당하는 원으로 나타나므3,000,000 , 10% 60,000,000
로 이를 기초로 하여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수식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소 배정액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29) 여기에 제시된 학부 과 별 종당 평균가격은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자료 가격지수위원( ) 1
회에서 조사한 주제별 평균가격을 년도 평균환율 원 로 환산하여 계산된1999 (1$ 1189 )
가격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제시한 주제별 구분과 대학교의 학부 과 별 구분이 일. Y ( )
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 과 명과 가장 가까운 주제의 평균가격을 채택하였다( ) (Albee
and Dingley,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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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수립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학부 과 의 배정액이 최소 배정액인 원 이상을 목표로( ) 3,000,000
하므로 부족편차변수인 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대 배정액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와 같이 수립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부 과 별 최대 배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초과( )
편차변수인  를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 목표 장서기준에 제시된 학부 과 별 최저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 )
이상을 입수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이 봉사대상자에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최저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관련된 기준들을 보면 클랩과.
조단 의 공식을 비롯한 각국 도서관협회의 기준(V.W. Clapp and R.T. Jordan) ,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문교부 건의기준 이병목의, ,
권장기준 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대학설치기준령의 기, 1996
준 등을 들어볼 수 있다.30) 그러나 대학교 도서관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Y
30) 이들 기준의 현황은 에 관한 문헌정보, " ,"孫正彪 國立大學校 圖書館關聯 基準模型 考察

학보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연구회 대학도서관의 직( ), 2 (1986), pp. 26 28; , "第 輯 孫正彪∼

원 자료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대학교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본 박사학위: K ,"ㆍ ㆍ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참조, , 1993, pp.51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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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기준을 보면 년에 폐지된 대학설치기준령의 기준인 인문계열은1996
학과별로 종 이상 자연계는 종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10 , 15 .
상기한 기준에 따라 제시된 대학교 도서관의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최Y ( )
저기준을 보면 표 과 같이 개 전공에 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3> 70 880 ,
근거로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학부 과 별 최저 외국 연속간행물 기준 종수< 3> ( ) 31)

학부 과 명( )
전공 수
개( )

연속간행물
종수

학부 과 명( )
전공 수
개( )

연속간행물
종수

동양어문학부 5 50 법학부 2 20
영어영문학과 2 20 정행학부 3 30
서양어문학부 2 20 통상 및 경제학부 2 20
인문사회학부 7 70 경영학부 1 10
수학통계학부 3 45 약학부 2 30
자연과학부 4 60 생물자원학부 3 45
토목도시환경
공학부

3 45 원예조경
산림자원학부

3 45
건축공학과 1 15 생물산업공학부 2 30
기계공학부 1 15 생활과학부 4 60
재료금속공학부 2 30 체육학부 2 20
전기전자공학부 2 30 교육학과 1 10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2 30 조형학부 3 30

응용화공학부 2 30 음악학부 4 40
섬유패션학부 2 30 합계 70 880

31) 학부의 경우에는 구성학과 수에 따라서 최소 종수를 정한다 인문사회학부의 경우 인문.
계열의 개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을 자연과학부는 개학과가 통합되어서 이루7 70 , 4
어졌으므로 종을 최저기준 종수로 한다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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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학부 과 별로 최저기준 이상의 연속간행물 입수를 목표로 하므로( )
부족편차변수인 를 최소화해야 한다.

네 번째 목표 도서관에서 입수하고 있는 전체 외국 연속간행물 종 수 이:
상을 수서한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년도에 구입한 전체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가Y 1999 1,000
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네 번째 목표에 대한 제약조건식,
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종 이상의 수서를 목표로 하므로 부족편차변수인1,000 를 최소

화해야 한다.
다음의 목표들은 자료구입비 배정모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로서 교,
수 수 대학원학생 수 학부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다섯 번째 목표 학부 과 별 교수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 한다: ( ) .
대학교의 년도 학부 과 별 교수 수의 비율은 표 와 같으며 이를 근Y 1999 ( ) < 4> ,

거로 다섯 번째 목표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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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부 과 별 교수 수의 비율< 4> ( ) 32)

학부 과 명( ) 교수 수 명( ) 비율(%) 학부 과 명( ) 교수 수 명( ) 비율(%)

동양어문학부 27 5.27 법학부 11 2.15
영어영문학과 15 2.93 정행학부 19 3.71
서양어문학부 9 1.76 통상 및

경제학부
30 5.86

인문사회학부 38 7.42 경영학부 25 4.88
수학통계학부 20 3.91 약학부 13 2.54
자연과학부 31 6.05 생물자원학부 15 2.93
토목도시환경

공학부
28 5.47 원예조경산림

자원학부
15 2.93

건축공학과 11 2.15 생물산업공학부 10 1.95
기계공학부 35 6.84 생활과학부 14 2.73
재료금속공학부 16 3.13 체육학부 9 1.76
전기전자공학부 21 4.10 교육학과 7 1.37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14 2.73 조형학부 24 4.68

응용화학공학부 20 3.91 음악학부 22 4.30
섬유패션학부 13 2.54 계 512 100.00

32) 이는 전체 교원중에서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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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교수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부족편차변수인 

와 초과편차변수인 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한다.

여섯 번째 목표 학부 과 별 대학원학생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 ( )
한다.

대학교의 년도 학부 과 별 대학원학생 수의 비율은 표 와 같으며Y 1999 ( ) < 5> ,
이를 근거로 여섯 번째 목표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학부 과 별 대학원학생 수의 비율< 5> ( ) 33)

학부 과 명( )
대학원학생수

명( )
비율(%) 학부 과 명( )

대학원학생수

명( )
비율(%)

동양어문학부 44 3.06 법학부 22 1.53
영어영문학과 44 3.06 정행학부 41 2.85
서양어문학부 4 0.28 통상 및 경제학부 41 2.85
인문사회학부 77 5.35 경영학부 61 4.24
수학통계학부 28 1.95 약학부 23 1.60
자연과학부 77 5.35 생물자원학부 21 1.46
토목도시환경

공학부
111 7.72 원예조경산림

자원학부
34 2.36

건축공학과 83 5.77 생물산업공학부 16 1.11
기계공학부 15. 10.64 생활과학부 64 4.45
재료금속공학부 38 2.64 체육학부 28 1.95
전기전자공학부 107 7.44 교육학과 22 1.53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68 4.73 조형학부 74 5.15

응용화학공학부 52 3.62 음악학부 73 5.08
섬유패션학부 32 2.23 계 1438 100.00

33) 이는 석 박사 과정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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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부족편차변수인 와 초과편차변수인 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한다.

일곱 번째 목표 학부 과 별 학부학생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배정 한: ( )
다.
대학교의 년도 학부 과 별 학부학생 수의 비율은 표 과 같으며 이Y 1999 ( ) < 6> ,

를 근거로 일곱 번째 목표에 대한 제약조건식을 수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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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부족편차변수인 와 초과편차변수인 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한다.

목적함수의 형성4)
목적함수는 목표 제약조건식에서 나타냈던 편차변수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소화되도록 구체화시킨 것으로 목표계획법에서는 상위 목표에 의하여 한정된,
영역내에서 다음 중요도를 가지는 목표가 추구되므로 반드시 다수 목표들간에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표 학부 과 별 학부학생 수의 비율< 6> ( ) 34)

학부 과 명( )
학부학생 수

명( )
비율(%) 학부 과 명( )

학부학생 수
명( )

비율(%)

동양어문학부 883 4.51 법학부 856 4.37
영어영문학과 609 3.11 정행학부 1052 5.38
서양어문학부 297 1.52 통상 및

경제학부
1915 9.78

인문사회학부 1072 5.48 경영학부 1050 5.36
수학통계학부 630 3.22 약학부 290 1.48
자연과학부 668 3.41 생물자원학부 491 2.51
토목도시환경
공학부

1258 6.43 원예조경산림
자원학부

473 2.42
건축공학과 610 3.12 생물산업공학부 322 1.65
기계공학부 1203 6.15 생활과학부 923 4.72
재료금속공학부 457 2.34 체육학부 202 1.03
전기전자공학부 911 4.65 교육학과 115 0.59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516 2.64 조형학부 660 3.37
응용화학공학부 808 4.13 음악학부 718 3.67
섬유패션학부 580 2.96 계 19569 100.00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는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수 있듯

34) 이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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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와 마찬가지로 각 도서관 또는 의사결정자마다 그 순위가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 도서관의 외국 연속간행물 담당자와의 면. Y
담에 의한 우선순위 설정방법을 채택하였다 면담결과 채택한 목표 우선순위는.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으며 전술한 개의 목표중 다섯 번째 이후의 목표들 즉, 7 ,
교수 수 대학원학생 수 학부학생 수의 비례에 의한 자료구입비 배정 목표들은, ,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일 우선순위내에서는 이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동일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다른 목표수준에. "
있는 편차변수는 비교할 수 없어도 좋으나 같은 우선순위의 편차변수는 서로 비

교할 수 있어야만 하며 동일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5)는 이론적 근
거에 비추어 볼 때 상기한 세 가지 목표들은 모두 이용자의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목표들이므로 동일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들 목표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버톤의 연구결과에서.
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계층에 따라 봉사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이다.36) 그
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버톤의 연구결과37)에 근거하여 교수의 경우는 가

중치 을 대학원학생은 를 학부학생은 를 부여하였다 이들 목표에 대한 우6 , 4 1.5 .
선순위의 구조는 P1 P＞ 2 P＞ 3 P＞ 4 P＞ 5 ＞와 같다.
P 외국 연속간행물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부 과 별로( )
배정한다.

P 특정 학부 학과 에 자료구입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 과( ) ( )
별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비율과 최대한의 자료구입비 비율을 설정한다.

P 장서기준에 제시된 학부 과 별 최저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한( )
다.

P 도서관에서 입수하고 있는 전체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한다.
P 학부 과 별 교수 수 대학원학생 수 학부학생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를( ) , ,
배정하되 교수 수에는 가중치 을 대학원학생 수에는 를 학부학생 수에6 , 4
는 를 부여한다1.5 .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최소화 Z = P (p), P (n+n+n nㆍㆍㆍ +n+n+p+p+p pㆍㆍㆍ 

+p+p), P(n+n+n nㆍㆍㆍ +n+n), P(n), 6P (n+p+n+p
35) , ,李相文 李炳贊 op. cit., p.60.
36) Robert E. Burton, "Formula Budgeting: An Example," Special Libraries, Vol. 66, No.
2(Feb. 1975), pp.61 67.∼

37) 버톤은 이용자의 봉사 부담률에 따라서 학부학생 학년은 가중치 을 학년은1 2 1 , 3 4 2∼ ∼

를 대학원학생은 를 교수는 가중치 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4 , 6 (Ibid., pp.63 64.)∼

학부학생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중치 과 의 평균치인 를1 2 1.5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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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nㆍㆍㆍ +p+n+p+n+p), 4P ,(n+p+n+p+n
+p nㆍㆍㆍ +p+n+p+n+p), 1.5P (n+p+n+p+n+p
 nㆍㆍㆍ +p+n+p+n+p)

결과 및 고찰2.

위에서 수립한 배정모형의 최적해는 선형계획법 컴퓨터프로그램인 What's「

Best」

표 모형의 최적해 및 학부 과 별배정액 안< 7> ( ) ( )38)

학부 과 명( ) 최적해 배정액

동양어문학부 77.885438 6,133,245
영어영문학과 50.599630 3,984,569
서양어문학부 38.096689 3,000,000
인문사회학부 128.139679 19,442,377
수학통계학부 67.523739 57,606,595
자연과학부 51.182704 60,000,000

토목도시환경공학부 96.298911 60,000,000
건축공학과 37.129421 4,591,276
기계공학부 94.018540 60,000,000

재료금속공학부 54.053530 35,311,658
전기전자공학부 113.206096 57,347,15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47.145731 23,882,754
응용화공학부 67.523739 51,946,485
섬유패션학부 43.864526 33,745,287
법학부 37.129421 4,005,448
정행학부 64.069839 9,947,483

통상 및 경제학부 101.199261 19,154,693
경영학부 84.275153 15,951,348
약학부 43.864526 15,057,639

생물자원학부 50.599630 6,930,176
원예조경산림자원학부 50.599630 6,553,563
생물산업공학부 33.675522 13,473,543
생활과학부 60.000000 6,624,660
체육학부 54.237778 3,000,000
교육학과 25.550615 3,000,000
조형학부 80.821253 4,865,359
음악학부 74.258843 4,444,689

38) 배정액은 모형의 산출결과 부록 참조 에 나타난 값의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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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계획법 절차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모형의Ver. 4.0 .
최적해 즉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와 모형 수립의 목적이 되는 각 학, ( )
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액은 앞의 표 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 < 7> .
근거로 수립한 배정비율 모형안을 현행비율과 비교하여 제시하여 보면 표< 8>
과 같다.

표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비율 모형 안< 8> ( ) ( )

학부 과 명( ) 현행 배정 비율(%) 모형 배정 비율(%)

동양어문학부 0.94 1.04
영어영문학과 0.67 0.68
서양어문학부 0.48 0.51
인문사회학부 3.21 3.30
수학통계학부 8.86 9.76
자연과학부 18.07 10.17

토목도시환경공학부 5.26 10.17
건축공학과 0.32 0.78
기계공학부 10.34 10.17
재료금속공학부 4.34 5.99
전기전자공학부 3.02 9.7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93 4.05
응용화공학부 6.35 8.80
섬유패션학부 4.55 5.72
법학부 1.16 0.68
정행학부 1.70 1.69

통상 및 경제학부 3.00 3.25
경영학부 2.17 2.70
약학부 9.22 2.55

생물자원학부 4.68 1.17
원예조경산림자원학부 2.28 1.11
생물산업공학부 4.29 2.28
생활과학부 1.84 1.12
체육학부 0.23 0.51
교육학과 0.29 0.51
조형학부 0.70 0.82
음악학부 0.15 0.75
합계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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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에 나타난 배정비율을 살펴보면 현행 배정비율이 모형안 보다< 8>
배 이상 과다하게 배정된 학부 과 가 생활과학부 배 법학부 배 자연1.5 ( ) (1.64 ), (1.71 ),

과학부 배 생물산업공학부 배 원예조경산림자원학부 배 약학부(1.78 ), (1.88 ), (2.05 ),
배 생물자원학부 배 등 개 학부 과 로 나타나고 있고 배 이상 낮게(3.62 ), (4 ) 7 ( ) , 1.5

배정된 학부 과 가 교육학과 배 토목도시환경공학부 배 컴퓨터정보통( ) (1.76 ), (1.93 ),
신공학부 배 건축공학과 배 전기전자공학부 배 음악학부 배 등(2.1 ), (2.44 ), (3.22 ), (5 ) 6
개 학부 과 로 나타나 총 개 학부 과 중 개 학부 과 가 배정상에 높은 불균( ) , 27 ( ) 13 ( )
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으로 출력한 해의 편차변수의 값으로 각What's Best ver. 4.0「 」

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P 부족 편차변수가 원의 값을 가지게 됨으로써 외국 연속간행: 10,000,000

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 .
P 최소 배정액을 나타내는 제약조건식의 부족편차변수가 의 값을 가지고: 0

최대 배정액을 나타내는 제약조건식의 초과편차변수도 역시 의 값을 가0
짐으로 개 학부 과 가 모두가 최소 배정액과 최대 배정액내에서 할당27 ( )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학부 과 별 최저 기준 종수 이상 입수를 목표로 하였으나 자연과학부를: ( ) ,
제외한 개 학부 과 는 기준 종수 이상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26 ( )
났다.

P 종 이상의 수서를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모형안의 비율에 의할 경우: 1,000
종의 입수가 가능하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1,727

났다.
P 영어영문학과를 비롯한 개의 학부 과 가 교수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 18 ( )

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의 학부 과 는 초과 또는 부족, ( )
하게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학생 수와 학부학생 수의 비례,
에 의한 경우는 모든 학부 과 가 초과 또는 부족하게 배정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각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 번

째 두 번째 네 번째의 목표는 모두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 , ,
목표는 높은 평균가격과 학부 과 당 만원을 최대 배정 한도액으로 설정한1 ( ) 6000
상위 목표의 제한으로 인해 요구 종수를 완전히 갖추기 어려운 자연과학부를 제

외하고는 모두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 번째의 하위목표는 부,
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 연구에서 목표계획법에 의해 정립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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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비율 모형안은 상위 개의 목표를 거의( ) 4
모두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섯 번째의 하위목표도 부분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할 만한 모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도서관이 앞에서 서술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Y
예산배정을 도모하려면 표 로 제시된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의 학부 과 별< 8> ( )
현행 배정비율을 동양어문학부는 영어영문학과 서양어문학부1.04%, 0.68%,

인문사회학부 수학통계학부 자연과학부 토목도시0.51%, 3.30%, 9.76%, 10.17%,
환경공학부 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 재료금속공학부10.17%, 0.78%, 10.17%,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5.99%, 9.72%, 4.05%,
섬유패션학부 법학부 정행학부 통상 및 경제학부8.80%, 5.72%, 0.68%, 1.69%,
경영학부 약학부 생물자원학부 원예조경산림자원3.25%, 2.70%, 2.55%, 1.17%,

학부 생물산업공학부 생활과학부 체육학부 교육학1.11%, 2.28%, 1.12%, 0.51%,
과 조형학부 음악학부 로 수정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배0.51%, 0.82%, 0.75%
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Ⅳ
최근의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완만히 증가하

는 추세에 놓여 있는 반면에 출판물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또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산배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자.
료구입비 배정은 장서개발정책에서 제시된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자료구입비 배정모형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정의 필요성이란 재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자료구입비 배정모형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은.
대체로 복합적이고 상충되는 목표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모형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목표계획법을 적용하여 대Y
학교 도서관의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을 사례로 학부 과 별 배정모형안을( )
수립하여 보았다.
대학교 도서관의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에 대한 학부 과 별 배정모형 정립Y ( )

을 위해 설정한 목표와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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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외국 연속간행물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부 과 별( )
로 배정한다.

P2 특정 학부 학과 에 자료구입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 )
과 별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비율과 최대한의 자료구입비 비율을 설정한( )
다.

P3 장서기준에 제시된 학부 과 별 최저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 )
한다.

P4 도서관에서 입수하고 있는 전체 외국 연속간행물 종수 이상을 입수한다.
P5 학부 과 별 교수 수 대학원학생 수 학부학생 수에 비례하여 자료구입비( ) , ,

를 배정하되 교수 수에는 가중치 을 대학원학생 수에는 를 학부학생6 , 4 ,
수에는 를 부여한다1.5 .

상기한 목표달성을 위해 목표계획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학교 도서관의 학Y
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배율 모형안과 모형안의 적용에 의한 목( )
표달성도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정비율 모형안을 요약하여 보면 표 로 제시된 현행배정비율을 동, < 8>
양어문학부는 영어영문학과 서양어문학부 인문사회학부1.04%, 0.68%, 0.51%,

수학통계학부 자연과학부 토목도시환경공학부3.30%, 9.76%, 10.17%, 10.17%,
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 재료금속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0.78%, 10.17%, 5.99%,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 섬유패션학부9.72%, 4.05%, 8.80%,
법학부 정행학부 통상 및 경제학부 경영학부5.72%, 0.68%, 1.69%, 3.25%,
약학부 생물자원학부 원예조경산림자원학부 생물2.70%, 2.55%, 1.17%, 1.11%,

산업공학부 생활과학부 체육학부 교육학과 조형학2.28%, 1.12%, 0.51%, 0.51%,
부 음악학부 로 수정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0.82%, 0.75%
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한 모형안을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예산배정에 적용할 경( )
우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이 모형안은 상기한 개, 5
목표중 상위 개의 목표는 거의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4 ,
번째의 하위목표도 부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만족할만한 모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80 목표계획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학부 과 별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모형( )

부 록 학부 과 별 외국 연속간행물 구입비 배정 모형의 해< > ( )

학부 과 명( )
의사
결정
변수

최적해
평균가격
(C_i)

C_i*X_i 비 율

동양어문학부 x1 77.88543869 78747 6133244.640177 1.03953299
영어영문학과 x2 50.5996309 78747 3984569.134305 0.675350701
서양어문학부 x3 38.0966894 78747 3000000.000000 0.508474576
인문사회학부 x4 128.1396796 151728 19442377.308075 3.295318188
수학통계학부 x5 67.52373953 853131 57606595.425276 9.763829733
자연과학부 x6 51.18270434 1172271 60000000.000000 10.16949153
토목도시환경공
학부

x7 96.29891182  623060 60000000.000000 10.16949153
건축공학과 x8 37.12942199 123656 4591275.805573 0.77818234
기계공학부 x9 94.01854046 638172 60000000.000000 10.16949153
재료금속공학부 x10 54.05353062 653272 35311658.053710 5.985026789
전기전자공학부 x11 113.0260966 506573 57347151.980174 9.719856268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x12 47.14573118 506573 23882754.479917 4.047924488
응용화공학부 x13 67.52373953 769307  51946485.483276 8.804489065
섬유패션학부 x14 43.86452644 769307 33745287.244890 5.719540211
법학부 x15 37.12942199 107878 4005447.785418 0.678889455
정행학부 x16 64.06983981 155260 9947483.328231 1.686014123
통상 및
경제학부

x17 101.1992618 189277 19154692.674868 3.24655808
경영학부 x18 84.27515317 189277  15951348.166102 2.703618333
약학부 x19 43.86452644 343276 15057639.179517 2.552142234
생물자원학부 x20 50.5996309 136961 6930176.047387 1.17460611
원예조경산립자
원학부

x21 50.5996309 129518 6553662.994615 1.110773389
생물산업공학부 x22 33.67552227 400099 13473542.784639 2.283651319
생활과학부 x23 60 110411 6624660.000000 1.122823729
체육학부 x24 54.23777842 55312 3000000.000000 0.508474576
교육학과 x25 25.55061577  117414 3000000.000000 0.508474576
조형학부 x26 80.82125345 60199 4865358.847567 0.824637057
음악학부 x27 74.25884398 59854 4444688.847557  0.753337093
합계

SUM of
Xi 1726.949860 9058027 59000000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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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러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연구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하여 분석해야 한다 정보란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의 기본 요소가 되며 이. ,
러한 사내외 정보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자도서관이다.
전자도서관의 기능은 기업체 사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를 찾아내고 회사의 모든 정보와 관련물을 통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분석하고, ,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일과 정보 발생중심으로 분산된 다양한 정

보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계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보의 중.
복수집 누락 독점 소재파악 불능 공유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 , .
이에 본 고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 하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기업체 전자도서관의 기본요소와 해외 선진 전자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정보기술과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여.
좀더 효율적인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2.
년 이후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자도서관은 인트라넷 운영 웹1990 ,

페이지 유지 관리 인쇄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인터넷을 포함한 이용자 교육 인, , ,
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 전자우편과 푸시기술을 이용한 선택적정보제공, (SDI :

서비스 구축 디지털정보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Inhouse DB ,
의 축적 및 관리 등의 다양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1)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도
서관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서비스 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 세 가, ,
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측면2.1

기업체 전자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네트워크 및 인터

1) 이진영 기업정보관리와 정보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 제 집, " ," 10 , 199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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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
로 전자참고서비스 전자정보원서비스 정보포털서비스 정보필터링서비스 전자, , , ,
문헌제공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전자정보서비스.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가 정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고사서에게 제출

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인 서비스 개념을 시스SDI
템에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사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
악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시스템에 입력하여 새로운 정보가 에DB
입력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서지사항 및 원문을 보내줄 수 있다 전자정보질의서.
비스를 위한 서비스 신청시에는 각각 이용자들의 이름 소속기관 전자우편 주, ,
소 해답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시기 질의문 등이 포함된다, , .

나 전자정보원서비스.
이 서비스는 크게 참고정보원과 전자컨퍼런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정보원은 정보사서가 이용자 질문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인터넷 정

보원과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간단한 정보질문에 해답을 얻으려는 이용자

에게 유용하다 전자컨퍼런스란 토론그룹 인터넷 관심그룹 전자학술지 전자신. , , ,
문 유즈넷 이용자 그룹 포럼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질의를 해결하거나 새,
로운 참고정보원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다 정보포털서비스.
이 서비스는 한 사이트 내에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One-stop
로 종합포털 전문포털 세분화된 포털서비스로 구분된다 소장목록 원문, , . ,

정보 디렉토리 서비스 통합검색 해외정보검색 게시판 공개자료방(full-text) , , , , ,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포털서비스에 한 단계 나아간.
허브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2)

라 정보필터링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 중요도에 따라 정렬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 정보필터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요.

2) 이진영 앞글,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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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을 작성한 이용자 프로파일이며 이 프로파일과 여러 정보원을 비교하여,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걸러서 제공하게 된다.

마 전자문헌제공.
기존 인쇄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문헌제공을 정보가공기술과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문헌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
념인 소장의 개념에서 접근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고속통신망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거나 상호대차이용시 전자형태 문헌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2.2

전자도서관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용자이며 이러한 이,
용자가 정보서비스 품질과 전반적인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함.
으로써 정보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채널을 통해 적합한 정보를 제공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사서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은 과거 일대일의 직접적 대면에서 점차적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한 원격정보서비스 또는 전(Remote Reference Service)
자정보서비스 로 확대되고 있다(Electronic Reference Service) .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대표적인 전자 상호작용 방법으로는 화상회

의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
화상회의 방식은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상회의 기술이.
정보조사제공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프로젝트로 시

행하고 있다.
전자우편방식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용가

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게시판방식은 전자우편방식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되느냐,
비공개되는냐에 따라 전자우편방식과 적절히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

3) 한상완 디지털시대의 정보조사제공학 구미무역 주, , ( ), pp.216-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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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자 상호작용 방식을 활용한 정보조사제공의 장단점 비교< 1>

장 점 단 점

화상

회의

원거리에서 면담 진행 가능-
전화보다 의사소통 원할-
비교적 싼기술로 서비스 운영가능-

양방이 상대를 볼 수 있되 동시에- ,
같은 화면 같은 대상을 보면서,
설명못함

기술측면에서 네트워크 용량이-
부족하고 화면이 너무 좋음

별도의 공간이 필요-
때로는 카메라의 지나친 의식으로-
의사소통 이 원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전자

우편

동시에 많은 이용자에게 메시지 전달-
가능

결과물의 배포가 빠르고 인쇄형태로-
의 변환이 쉬움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질문을 다듬-
어 문의가능

후속상호작용이 가능-
첨부화일 기능을 통해 답변에 더해서-
필요한 문헌이나 멀티미디어자료 직접

전달 가능

즉각 답을 얻기가 다소 어렵다-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용불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불필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질의가

요구될 수 있음

전자

게시

판

웹 브라우저가 있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음

한 답변을 여러 사람이 참고할 수-
있음

이용자 참여 효과-
인쇄형태로 변환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므로 개인적인-
비밀보장이 안됨

이용자가 직접 게시판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답을 얻는 방식이

전자우편 방식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ㆍ

걸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 사용불가-
자료 한완상 디지털시대의 정보조사제공학 구미무역 주: , , ( ), 2000, p.217.※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쉽게 이용자가 질문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자들.
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제공방법을 통해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이용률.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이,
용자 집단과 정기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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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2.3

전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

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크게 기존 인쇄물 형태의 정보자원.
을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들과 이를 검색하는 정보검색 및 이(format)
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저장 및 관리기술 분배기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가 전자문서형식.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전자문서의 형식은 크게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멀티, ,
미디어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형식에는 가장 단순한 아스키. (ASCII)
형식 웹 출판용 형식 의 근간이 되는 과, HTML , HTML SGML, HTML SGML
의 장점을 살려 개발된 형식 이미지 형식에는XML , BMP, PCX, GIF, JPEG,

형식 등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형식에는 사운드 포맷인 비디오 동TIFF , WAV, /
영상 파일로는 파일 등이 있다AVI, QuickTime, MPEG .

나 정보검색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검색 기술은 활용 추세가 급증하면서 역 파일 구조의 정보검색 시DBMS
스템과 의 정형 데이터를 결합하여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DBMS
고 있다 메타데이터 원문 정보 이외에도 내용기반 이미지 및 오디오 동화상. , ,
정보를 축적한 와 검색엔진을 연동시킴으로써 텍스트 뿐만 아니라 멀티DBMS
미디어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를 이용한 웹 브라우저 기반의 정보시스템은 이GUI(Graphical user interface)
용자에게 효과적인 검색 기술을 제공한다 최근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들에. GUI
게 쉽고 친근감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다 저장 및 관리기술.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은 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는 데이터모델 파일구조DB DB ,
에 따른 데이터저장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와 객체지향 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최DB DB .
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기술적 이슈는 바로 시스템 보안문제이다 보안기법.
으로는 암호화 인증교환 디지털 서명 접근제어 데이터 무결성 등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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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배기술.
분배기술에는 망 토큰버스 토큰 링 고속이더넷 등의CSMA/CD , , , FDDI, LAN
기술과 프로토콜 망 등의 기술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 있X.25 , ATM WAN
고 분산처리기술로는 클라이언트 서버방식과, / DCE (Distributed computing

셀 방식 디렉토리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등의 프로environment), , . OSI, TCP/IP
토콜이 있으며 전자도서관 환경 하에서의 응용서비스를 위한 표준적인 프로토,
콜로는 정보검색을 위한 과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 주문 제공을 위한Z39.50 /

프로토콜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준프로토콜을 사용함ILL(InterLibrary Loan) .
으로써 도서관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다른 도서관과 메시

지 레코드 파일 문서 문헌 등을 교환할 수 있다, , , / .4)

국내 외 전자도서관 사례현황3. ㆍ

이 장에서는 몇몇 외국회사들의 전자도서관 사례를 실제 서비스 위주로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자도서관 서비스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사의3.1 Sun microsystems Sun library

에는 총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정보조사Sun library 12 , ,
참고봉사 웹 디자인 및 컨텐츠 구축 시장조사 서비스, Sun library , , JumpStart,

시장조사 갱신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가공 및 출판업무를SunSpot,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영진을 위한 정보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경쟁사 동향 및 경영진의,
관심사를 모니터링하여 주에 한번씩 패키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1 2 .∼

표적인 예로 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담당자가 주제를 선정 주제 요약JumpStart ,
및 모든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에 핫Sun library SunWeb
뉴스로 등록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컨텐츠 평가 업무로 사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컨텐츠에 대해 표준화,
및 내용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다.
셋째 가공된 속보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내부에서 주요하게 대두, SunSpot,

4) 전자도서관 설계에 관한 연구 인용일자" ," [ 2000.5.23]
<http://solarsnet.snu.ac.kr/elec_lib/book/proje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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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주제를 정리하고 정보를 재가공하는 그리고 특정기술에JumpStart,
대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가 있다Market Research Update .5)

사의3.2 Hewlett-Packard Research library

사의 에는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서비스HP Research library 30 ,
로는 참고봉사 및 문헌관리 정보조사에 부가가치를 더한 연구컨설팅 특허정보, ,
서비스 제공 구축 이용자교육 각종 컨텐츠 등을 구축하, e-journal , Inhouse DB , ,
여 제공하고 년에 한번씩 를 개최하여 도서관 이용방법 및1 Home coming day
서비스 등을 홍보한다.

의 특징적인 전자도서관 로는 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HP DB Connex
가들의 전문분야 경력 프로젝트 경력 발표논문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는 일, , , ,
종의 전문가 이다 참고로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사내 국내 전문DB . /
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정보 를 구축중이다DB .
또한 경영진 연구원 도서관 담당자 대표로 구성된 도서관 위원회를 정기적으, ,
로 개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평가받는 채널로 이용하고 있

다.6)

사3.3 Boeing Technical library

명의 직원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최대 항공사인 사는230,000 Boeing
년부터 을 이용하게 전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각종 자료의 원문1991 e-mail

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 기능 중 가장 큰 특징은. Boeing Technical library
페이지 이상의 사내 웹 페이지에 대한 등록 및 인증 분류 및 범주화1,500,000 , ,

평가 업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며 뉴스레터 분석리포트. , , ,
저널 초록 색인 등 종 이상 년 말 현재의 전자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러, , 400 (1998 .
한 정보들은 주로 푸시기술을 이용한 이나 웹 로 제공한다e-mail DB .

5) 장선화 인터넷 시대의 정보서비스 부서 역할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 호, " ," , 70 , 1999,
p.104.

6) Davenport, Thomas H., "Knowledge Management at Hewlett-Packard, Early 1996,"
인용일자<http://www.bus.utexas.edu/kman/hpcase.htm> [ 2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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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가 주로 웹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검색 키워드 색인 기술과,
이용자교육 및 평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저자 편집자 생산자 논문 발표지의 권위 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 , , ,

정보의 최신성 등을 고려한다 문서 등 다양한 정(peer review), . pdf, MS office
보를 포함한 웹 페이지는 를 사용하여 색인작업 및 검색을 하고 메WebCrawler
타정보는 와 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Dublin Core XML .7)
이와 같이 외국의 유명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
례를 통해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특징적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내 웹 페이지 및 컨텐츠를 표준화 및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조직내 정, ,
보공유 및 유통을 관리한다.
둘째 각종 시장분석 컨설팅 업체의 정보 등을 집중 활용한다, .
셋째 기존 인쇄본 위주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 대체한다, .
넷째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를 가공하여 구축하는 구축이 활성화, Inhouse DB
되어 있다.

한국통신 전자도서관 서비스 현황3.4

시스템 개요3.4.1

한국통신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전산환경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트라넷. ,
환경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화벽 시스템을 기준으로 사내 전산망과. (firewall)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시킴으로써 외부에서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에 접근할 수 없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외비 자료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보안유지를 통해.
직원들 사이에 좀 더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둘째 분산환경을 지원한. ,
다 현재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은 분당의 본사 서울 우면동 연구센터 대덕. , , 1,2
연구센터 등 전국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전산망을 통한 분산환경하에서의 정보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인트라넷 기반 분산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셋째 자체개발 검색엔진을 사용하. ,
고 있다 전자도서관에서는 제공되는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검색은 한국통신 멀.
티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이용되고 있는 한미르 검색엔진을 사" (hanmir)"
용하고 있다 넷째 환경이다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 , Web .

7) 년도Crandall, Mike, "the role of the technical libraries in boeing's intranet," 1998
공동주최 연례 세미나 및 학술 강좌KAIST/KAIST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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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는 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web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요3.4.2

한국통신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는 한국통신 웹 스타일 가이드GUI
에 따라 개편 제작되어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유(http://gui.kt.co.kr) ,

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도서관에 있,
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네비게이션은 상.
단에는 글로벌 네비이게이션을 좌측에는 로컬 네비게이션을 위치시키고 사용자, ,
에게 현재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에 색상을 도입하여 네비게

이션이 되는 메뉴 색상은 한국통신 청색 현재 페이지의 위치나 선택(#0033FF: ),
된 내용의 색상으로는 주황색 이나 노란색 으로 처리하였(#FF9900: ) , (#FFCC00: )
다.
메인메뉴는 한국통신 청색의 이미지로 페이지 좌측에 위치시키며 상에서 하,
로 배열하게 되며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자바스크립을 이용해 노, (Mouse over)
란색의 이미지로 반전시켜 사이트에서의 현재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서브메뉴는.

과 일반텍스트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데 이는 텍스트의 사용이 메뉴 확장Bullet
성과 수정에 있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용 문자에 관한 규정으로 헤드라인 타이틀 본문색상 행간 링크, , , ,
타이틀 서브타이틀 주메뉴 서브메뉴 등 타이포그라피 규정을 정해 이 규정에, , ,
따라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지 포맷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제작 가이드를,
정해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유지한다.

전자도서관 서비스3.4.3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공 컨텐츠를 중심으로 소

개하도록 하겠다 제공 컨텐츠는 크게 소장문헌검색과 학술잡지 전자정보원 기. , ,
술동향 학술회의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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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문헌검색.
소장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한국통신의 여러기관에서 소

장하고 구축하는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검색 뿐만 아니라 이DB
용자 을 통해 본인의 대출정보조회 열람을 원하는 자료 예약 조회 도서구login , / ,
입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림 소장문헌검색 화면1〈 〉

나 학술잡지.
학술잡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소장정보검색 목차정보검색 목차, ,

서비스 직원발표논문이다 먼저 학술잡지 소장정보검색에서는 기존에 소e-mail , .
장하고 있는 학술잡지 소장정보와 체크인 정보를 제공하며 목차정보는 국내학,
술지와 일본학술지 목차는 자체 목차 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구미학술지는DB ,

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직원발표논문 는 사내 직원들이 대내외SwetsNet . DB
로 발표한 논문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수록한 이다 한국통신 전자도서관에서DB .
는 전자저널은 주로 출판사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학술잡지에 두지 않고DB
다음에 설명할 전자정보원에 위치시켜 이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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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술잡지 화면2〈 〉

다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은 웹 자료 등 전자매체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DB, CD-ROM
전자저널 서지 뉴스 각종 자료가 제공된다 그 종류를 살펴보, DB, DB, CD-ROM .
면 원문 로는 전자저널인 의(Fulltext) DB IEEE/IEE, ACM, Elsevier Science

가 있고 전략시장보고서인 여종의 보고서가 있다 서지 및 초록direct , 30 OVUM .
정보를 제공하는 로 를 제DB ABI/ INFORM, ILI Infobase, PQDD, INSPEC DB
공하며 이밖에도 규격과 법률정보 해외 통신 연구결과물 국내외 뉴스, ETSI , ,
동향 서비스 국내월간지 등을 전자매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자료를, .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점차 개별적 전자저널과

전자북에 대한 소장이 증가할 경우 인쇄나 전자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

장정보검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훨씬 유용할 것으로 검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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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정보원 화면3〈 〉

라 기술동향. DB
기술동향 인 는 최근 관심분야 기술 및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DB Hot tech
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뉴스 기술동향 사업자정보 시장정보 전, , , ,
략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그림 기술동향 화면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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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술회의정보.
학술회의정보 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관련 학술회의 및 교육을 소DB
개하는 서비스로 회의명 개최시기 개최장소 홈페이지 등 상세정보 등을 제공, , ,
하여 국내외 특히 해외 회의나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

고 있다 또한 해외출장정보 와 연계하여 기존에 출장 다녀온 직원의 정보로. DB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학술회의정보 화면5〈 〉

기타로 정보통신분야 학협회 사업자 기술 통계 기술전문가 신간안내 관련사, , , , ,
이트와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체 전자도서관 서비스 발전방향5.
기업환경에서는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 경영계획 등과 같은 활동에, ,
필요한 정보조사가 수시로 요구된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 제공되는 환경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

은 조직사이에는 업무성과에 있어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보원.
의 체계적인 수집과 신속한 검색환경의 조성 및 방대한 정보원의 재조직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기업체 전자도서관은 사내 정.
보는 물론 외부의 정보원 중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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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후에는 분석과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체 전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앞장에서 선진 기업의 전자도서관

사례와 한국통신의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앞으.
로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전자도서관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내 정보를 평가하고 공유 및 유통을 관리하는 지식관리센터로서의 역, ,
할을 한다 전자도서관에서는 사내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직원들이 이를 바. ,
탕으로 정보와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내 각 부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자문을 위해 사내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줌으,
로써 사내 정보에 대한 접근과 배포를 원할히 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고. ,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 및 회색문헌을 구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내정보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전문 시장조사 업체의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수집 제공한다 경영정보 서, .
비스 및 시장동향파악 등을 위해서는 각종 해외 통계 및 추이 등 다양한 시장분

석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Dataquest, IDC, OVUM, Analysys, Gartner,
사 등 해외 시장전문 조사 업체 및 등 국내 조사업체의 자료Hoover WISE DB

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필요정보 요청을 통한 맞춤정보를 제공받는,
다 이러한 시장자료는 다른 일반자료에 비해 고가자료로 예산상 구매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화 추세를 따라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정보 재생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셋째 전자도서관 웹페이지 를 표준화한다 전자, GUI (Graphic user interface) .
도서관 모든 웹페이지가 같은 구조 같은 색상 같은 메타포 등 일관성 인터페이, ,
스 디자인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 대림. , , SK, AT&T, American
등 국내외 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웹 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express, Intel GUI

들에게 홍보효과는 물론 이용편의성 친근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전자도서관, .
에서는 웹 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에게 편하고 친근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GUI
제공하고 구축개발자에게는 좀 더 일관성있고 쉽게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전자매체 자료 활성화를 극대화한다 최근 많은 저널들이 인쇄본과 병행, .
해서 전자저널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행본의 경우에도 이미 고가자,
료 및 회의록은 전자형태로 많이 발간되고 있고 전자책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나 같은 서지 와. INSPEC Compendix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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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저널원문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매체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고려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조직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자체 구축, , Inhouse DB
한다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원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
하나 이를 가공하여 이용목적을 고려한 자체 를 제작하여 맞춤정보를 제공, DB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사업 및 기술관련.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 를 구축하여 조직 상품 재정상태 사업전략DB , , , ,
사업영역 매출액 등의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체 를 구축하여 제공하, . DB
므로써 필요한 정보에 대한 추이와 동향 파악이 용이하고 이용자 요구에 적합,
한 정보를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기업체 전자도서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이밖에도 기업체 전자도서관이 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추구와 아울러 정보센터,
가 기업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6.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화로 인해 역동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회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체 전자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기업체 전자도서관.
에서의 정보관리방식의 변화는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정보환경이 발전함.
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 체계나 시스템을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환경에서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체 전자도서관은 사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정보와 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을 수집하여 적절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중개자와 지

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전자.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과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 결과를

평가한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전자도서.
관 사이트 운영이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사이트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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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 정기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인쇄본 위주의 자료에서 전자형태 자료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전자형태를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

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전자도서관 환경에서 사서들이 다양,
한 역할을 모색하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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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보존기관h)
새로운 법률의 도입i)

제 장 전자출판물의 처리3 :
장서개발a)
서지통정과 레코드 생산b)
등록과정과 체킹c)
저장d)
접근과 검색e)
보존f)
전자출판물의 필수요건g)
자원 모델화-

제 장 결론4 :

서언

년 북경 국립도서관장회의 에서는 이 보고서가 광범위하게 보급-1996 (CDNL)
될 수 있도록 에서 인쇄 발간해 줄 것을 회원성명서 형식으로 요청할UNESCO
것을 결의하였다.
영국국립도서관장을 의장으로 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준비한 이 보고서- CDNL

는 전자출판물을 납본받기 위한 방법과 또한 그러한 출판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모두의 국립도서관에서 지침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 자료조직과장
**
도서관 제 권 제 호 년 가을호 에 이 보고서의 부록편을 수록할 계획입니다55 3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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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국립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자국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복합적으로

수집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자료를 보존하여 후손에,
게 전달하는 일이다 국립도서관은 납본법으로 출판자들이 생산한 출판물을 지.
정된 기관에 제공하도록 법률이 보장해서 자국의 출판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에서 출판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

그리고 기록을 보장하는 근거로서 출판물의 법적납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

다.
전통적으로는 종이에 정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정보 보존을 위한 새로운 매.
체가 개발됨에 따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용자를 위해 국립도서관은 자국출판

물의 복합적 수집을 위한 미래장서개발정책 자료보존필수요건 등에 대한 그들,
의 인식을 기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 또한 출판이 증가되고.
있는 비도서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이 될 것이다 에서는 각국 정부는 국립. CDNL
도서관이 법적납본을 통하여 비도서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해 주

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도서관에서는 현재와 미.
래의 이용자가 학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도입

이 보고서는 국립도서관의 기본원칙 중의 한가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
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 문헌적 기록의 수집자로서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관한ㆍ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영구적으로 기록된 정보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
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기록은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며 계속되는 실험과 발전하고 있는 지식의 한 분야로서 과거에 행해졌

던 연구를 알아내고 이해하면서 이를 모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아낼 수

도 없을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다 자료수집. .
책임은 도서관계에서 분담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출판된 문헌을 적절히 조

직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은 국립도서관뿐이다.
대부분의 국립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법적납본을 통하여 혹은 법령에 따라 납

본기관으로 지정된 보존도서관에 출판자들이 그들의 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여

자국에서 출판된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적.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 101

납본의 대상을 인쇄출판물에만 적용하여 왔는데 이는 오랜 세월동안 출판매체로

서 종이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생산기술이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 ,
운 형태로 발간되는 출판물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는 새로운 출판형태

를 고려하여 납본법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기 현재의 납본법중 가장 커다. 20
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국가는 납본법이 가장 발달된 프랑스이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년에 발생한 것으로 납본대상을 자국에서 발행된 인1992
쇄물뿐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리고 비도서형태의 자료까지 확대 명시한 것이었

다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을 납.
본받도록 하였다 국립도서관의 지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납본법은. .
보존도서관을 지정하여 출판물을 납본 받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시청각.
자료도 납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가능하도.
록 한 것은 아니다 년 회의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 규정을. 1994 CDNL
갖고 있지 않은 나라를 돕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 종래 인쇄형태의 출.
판물 보존을 위해 전자출판물 사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출

판물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몇몇 국가에서 향후 년 이내에. 5
인쇄물과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참고자료들이 출판될 것이

며 년 이내에 전자출판물이 출판계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게 될 것임을 암시10
했다.
이 보고서는 국립도서관들이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을 위해 법안을 어떻게 준

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출판물을 어떻게 소장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관

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록에 있는 사례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어느 지역.
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적납본 원칙이나 일반적인 관행을 기본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년 에서 발. 1981 UNESCO
행한 법적납본 규정을 위한 지침서 를 참고하여 법적납본의 목적 법률의 형태" " , ,
납본의 본질 포괄적이든 선택적이든 납본자료 수 납본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 ) ,
알아보아야 한다 년 월 일 룩셈부르그에서 개최된 워크샵 내용이. 1995 12 18 1996
년 보고서로서 출판되었는데 그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납본 수집과 관련하EC "
여 국립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연구(A study of issues faced by national

였다 이libraries in the field of deposit collections of electronic publications)" .
자료는 납본과 전자출판물에 있어 국립도서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몇가지 주

요 문제 예를 들어 출판에 관한 국가통계 장서의 지원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 ㆍ

자료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 를 검토하기 위해 출판한 것으로 이용자는 이 자료, )
도 참고하여야 한다 법적 납본의 주요 목적은 국가출판물의 기록보존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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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고 권위있는 국가서지 레코드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극.
적으로 법적납본을 위한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필수적인 활

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립도서관은 인쇄출판환경에서 법적 납본을.
적용하였던 것처럼 전자출판물 환경에서도 적절한 법적납본을 적용해야만 한다.

제 장 전자출판물의 정의1 :
지난 년간 정보의 표현과 전송에 대한 전자적 수단의 도래는 커뮤니케이션40
의 역사에 급속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숫자 텍스트 소리 영상 등 모든 것들이. , , ,
전자적 형태로 표현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공중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자적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출판물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컴퓨터스크린을 통하.
거나 인쇄물로 출력하여 볼 수 있다 생산과정 그 자체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
기까지 전자적 기술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생산과정의 일부분에 컴퓨터를 사용.
할 수 도 있고 전 공정이 전자적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 즉 생.
산의 모든 범주에서 전자적 과정을 거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전자출판물 형태가 있다.
책 잡지 팜플렛과 같은 인쇄자료와 동등한 전자출판물의 간행- , ,
서지자료 통계 이미지 데이터 혹은 텍스트와 같은 상호 호환성 있는 데이- , ,
터베이스

게임과 같은 상호 호환성있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 시스템-
전자네트웍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고문 토론목록 전자적 형태의 인쇄- , ,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개별적인 컴퓨터를 통해 디스켓 기타 오프라인 매체가 이용될 수, CD-ROM ,
도 있을 것이고 이용자가 직접 온라인 대용량의 컴퓨터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
웍을 통해서 이들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로 인쇄할 수도 있고 병행하여 종이에 인쇄도 가,
능할 것이다 과거에 출판되었던 자료에의 보다 나은 접근 내용의 보존 그리고. ,
새로운 작품의 생산을 위한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혹은 소급 출판도 가능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이용과 전자네트웍의 성장은 저작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출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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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양하고 네트웍을 이용하여 작품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까지.
네트웍을 활용한 작품활동이 확장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출판되는 출판물들을 출판형태의 강.
화 발전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료들이 전통적인 형태의 출판물?
만큼이나 손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비용은, ,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용자들이 이들 자료를 모든 형태의 정보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의 한 부류로서 인정할 것인지 이용자들의 요구, ,
는 출판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전자형태의 출판.
물과 인쇄형태의 출판물은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 각각의 이점을 지

니고 있다 전자형태의 출판물은 인쇄물보다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반면 읽기에는 인쇄물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
전자적 기술은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인쇄물과 제휴한 형태의 출판물을 표현하

는 것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타 다른 매체와도 협력하고 있는 아이템을 표현

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자형태로 자료 저장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전자형태로 비디오 전송도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운드 레코딩,
도 가능하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가 들어 있는 복합매체 전자출판물의 이점을. , ,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위 병행 출판물 두 개 이상의 매체로 생산되는 출판물 이" ( )"
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출판물과 오프라인출판물이 적용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소급출판물에도 적용되는 데 단순히 원래 인쇄물로 출판되었던 것을

복제했을 때는 아니고 소급출판물이 신규로 출판될 때 적용된다.

제 장 전자출판물의 법적 납본규정에 대한 방향 제시2 :
새로운 규정을 위한 법률안 준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의 조직적

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계별로 주어진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 .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원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혹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근거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히 전자출판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홉 가지 문제에 자문을 구했다 부.
록 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규정을 이미 갖고 있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는B
나라의 활동상황을 요약한 것이고 부록 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세 나라에서, C , ,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납본 규정을 이미 도입한 사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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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준비를 담당할 책임기관a)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경

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밟아왔던 절차를 따를 것을 조언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그 책임기관은 국립도서관이 되겠는데 이는 국가서지의

발간과 인쇄물의 수집보존을 위한 책임기관이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정부기.
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호주 영국 스페인의 경우 국립보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 , .
서는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과 국립영화영상보

관소가 공동으로 년에 안을 작성하여 저작권법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국1995 .
의 경우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가문화유산부에 제출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문화부에서 의.
회에 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에서 그 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에서는 미의회도서관을 대신하여 저작권국에서 법률을 공포하여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강화하였는데 저작권국은 미의회도서관 조직의 일부이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 .
프랑스국립도서관 건설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이 문화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궤도에 올려 놓았다 덴마크에서는 문화부에서 인쇄물과 비도.
서자료가 납본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보고서를 만

들도록 요청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부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자출판물이 포.
함되는 납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관련기관b)
법률안을 준비하는 책임기관은 정부에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준비과정

에서는 관계있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들은 자문에 응해.
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리고 향후 법적으로 납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은 국립도서관

의 장서개발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결국 국립도서관이 납본법을 변경하여 추구.
한 이익이 이용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이용.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수도있다 이용자.
들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소재 용어 그리고 접근조건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에 신뢰와 이해로 상호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출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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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출판자들은 그들이 발간한 상업용 출판물에 대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과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도서관들은 아무런 장애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출판자들과 조정을 할 수 있다.
도서관들은 출판자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법적 납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

보존의 이익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관련기관으로는 이미 법적납본을 통해 출판물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

는 자료보존기관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자출판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기 시작

한 여타의 자료보존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인쇄물을 납본받기 위해 규정해.
놓은 납본법에서는 향후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보존기관의 수를 언급해

놓은 것도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자료보존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부의 인. 14
쇄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많은 숫자이지만 개의 자료보존기관을. 6
위해 최소한 인쇄물의 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비정상적이라 할 수는6
없다.

법률의 형태c)
도서관에서 납본을 받기 위해 때로는 법적 납본규정으로 때로는 저작권법 또

는 국가자료보존기관법으로 납본법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의. , ,
경우 법적납본에 관한 사항은 납본법에 수록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년에. 1992
새로운 납본법이 통과되어 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새 법에서는 납본의 대상1994 .
을 인쇄물과 비도서자료까지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년 납본법에서. 1980
인쇄물 사운드 이미지레코딩을 포함하고 있고 년 별도의 납본법으로 영화, , 1984 ,
필름 비디오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년의 납본법에 의, . 1978
해 국립영음상기록자료보존소를 설립하였다 년 최근의 납본법에서는. 1993

등과 같이 형체를 알 수 있는 전자출판물과 비도서자료형태의 자료CD-ROM
납본을 강화하였다.
호주 영국 미국에서는 납본법이 저작권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에서의, , .
도서관자료 납본을 위한 규정은 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으며1968 ,
호주국립도서관을 납본자료의 보존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자.
료에 대한 정의는 오직 인쇄출판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호주국립도서관과 국.
립영음상보존소 공동으로 출판물 납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 법률안에서는 납본법을 분리하거나 국립도서관법으로 납본규정을 옮기.
는 것보다 저작권법내에 납본조항을 계속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
의 납본법은 저작권법과 연계되어 있다 이 이유는 호주의 저작권법은 년정. 2~3
도의 정규적 간격으로 그 시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는 데 이 때에 납본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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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보

다 편리하다는 생각때문이다 영국의 현 납본법은 년의 저작권법안에 포함. 1911
되어 있다 그러나 비도서자료 납본을 위한 새로운 법률은 납본법과 저작권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미국에서는 년의 저작권법에 법적납본 사항을 포함시켰다 미국의회도서. 1976 .
관의 저작권국에서 제정한 이 규정에는 모든 형태의 출판물을 그리고 출판된,
자료중에서 가장 좋은 판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와 독일의 국립도서관법은 법률로 납본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도서관법 조 는 납본 규정을 강화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13 (RS1985)

년의 국립도서관 도서납본규정에 포함시켰다 독일의 경우 년 독일국립1995 . 1969
도서관법으로 인쇄자료 납본을 강화하고 있다 납본자료 부수를 지정한 규정에.
서 납본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년. 1971 ‘Instituo Bibliografico

의 법이 법적 납본을 관장하고 있다Hispanico’ .
국립자료보존기관법내에 있는 법적 납본규정을 통합하여 국립자료보존기관의

기능적 관점에서 법적납본을 정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수집과 관.
련된 여타의 국립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자료수집기관이 하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다.
면 납본규정과 관련한 최선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위한 법적납본조항을 현재 인쇄물을 납본받기

위한 조항과 일반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상황은 달

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법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을 제정할 수. ,
있는 기회보다 다른 면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기회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적용범위d)
전통적으로 법적납본의 규정은 자국에서 출판된 자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수입한 경우이거나 재출판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그 출판물의 근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수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인쇄물. CD-ROM
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네트웍으로 연결되는 출판물들은 더욱 복잡하여 출판.
물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장소로서 몇 개의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범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법률에서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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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범위e)
실무그룹에서는 새로운 법률안은 가능하면 납본대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법률의 범위내에서 전자적 형태로만 출판되. ,
는 출판물은 물론 인쇄 전자 양쪽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출판물도 납본대상,
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납본제도 개정을 위해 새로.
운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법률안 작성시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누락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의 출판물 열거를 피하였다 어떤 국가에서.
는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구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

요한 포맷을 명시 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전자출판물에 집중된 것일.
지라도 법률에는 영화 사운드레코드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출판물 마이크로필, , ,
름 마이크로피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출판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립문.
서관에서 국립도서관과 같은 법적자료보존소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는 미출판된 자료도 납본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의 법적납본은 모든 형태의 비영리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

다 호주의 현행법은 인쇄물만 포함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필. .
름 시청각자료 정 동적 전자출판물 오프라인과 온라인출판물 그리고 향후 개, , ,ㆍ

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립도서관법이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등 모든 형. ,
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인.
쇄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영상 음성자료 라디오 텔레비젼방송물 멀티미디, , , ,ㆍ

어출판물 정 동적 전자출판물이 납본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 ㆍ

고 권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그들이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할 때 납본 대상으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새로운 법률에서 특히 온라인 출판물을 특별히 배제한 경우

도 있다 피렌체의 이태리 국립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출판물만 포함시키고 온.
라인 출판물은 배제하였다 스웨덴에서는 년 납본법에서 오프라인 전자출판. 1993
물과 마이크로형태와 같은 일정한 형태의 비도서자료만 포함시켰으며 온라인 출

판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년 의회에 제출된 한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출판. 1995
물 뿐 아니라 운영시스템 컴파일러 텍스트처리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들을 납본,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년 프랑스의 새로운 납본법은 오프라인 출판물은 물. 1992
론 온라인 출판물도 납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
그리고 전문시스템에까지도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범위를 납본규정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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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놓고 있다 미의회도서관에서는 납본법에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을 납본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할 수 있는CD-ROM .

명확한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의회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 수집을 희망할.
시에는 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도록 범률에 분명하게 명시하게 될 것이다. 1995
년 발간된 지적재산권과 국가정보 인프라에 관한 백서에서는 출판물과 전송에

관한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들의 법률에 비도서자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범.
위는 매우 선택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년 제정한 현재의 법에 년개정. 1939 (1945 )
인쇄자료와 책의 통합적인 형태로서 생산된 비디오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시키

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년에 제정된 현재의 법에 책 연속간행물 사운드레. 1971 , ,
코딩 그리고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계획중인 개정 법률.
안에서는 납본대상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

그램 데이터베이스 전문시스템 그리고 인공지적산물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독, , .
일의 현행 법률에서는 오프라인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온라인

출판물은 배제하였다 필름 영화 시청각자료 개인 사진자료 등은 배제되었다. , , , , .
실무그룹에서는 자료가 납본대상 여부인지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배제보다는 포

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동그룹에서는 오프라인 전자출.
판물과 온라인 전자출판물간의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료의

출판이 온라인 형태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두가지 자료 모두를 납

본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문헌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일을 국가자료보존소가 해야 할 일이다.

자료보존f)
전자형태 출판물은 그 수명이 매우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를 변경

하거나 혹은 새롭게 가공을 하여 출판물을 유지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거나 포맷을 재구성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출판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후손을 위해 자료를 보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년 납본법에서 국립도서관에 자료의 보존용 복본을. 1989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년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도서관. 1976
내에서의 자료 이용을 위해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기관이 소장자

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자료의 형태를 재구성 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요청하

고 있다 캐나다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은 만약 원래 자료가 쓸모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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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거나 혹은 원래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쓸모가 없다면 대,
체 포맷으로 소장자료의 복본을 생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

고 있다 그러나 그 대체포맷이 상업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영국국립도서. .
관은 전자출판물이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복본 제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 보존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이고 이와

는 별개로 도서관계가 관심을 기울이며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쇄출판물 납본에 관한 법적 납본 조항에 전자출.
판물 복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자출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추가 삽입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g)
법적 납본규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없다 몇몇 나.
라에서 법률개정안 마련시 노르웨이의 새로운 납본법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이 법은 인쇄물뿐 아니라 인쇄물 형태가 아닌 자료에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호주와 영국은 새로운 법률안 제정시 노르.
웨이의 법률을 모델로서 유용하게 참고하였고 덴마크에서는 노르웨이의 법률에

근거하여 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 노르웨이 법률에서는 매체 문서 출판사 생. , , ,
산자 그리고 수입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매체란 정보를 저장하는 수.
단이다 문헌 서 이란 계속해서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 ( ) , , ,
가 저장된 매체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을 복사 생산한 것이다 매체는 인쇄자료.
뿐 아니라 도서형태가 아닌 자료도 될 수 있다 정보가 매체에 모여졌을 때 비.
로소 그것이 문헌이 된다.
일반대중은 문헌이 판매용 대출용으로 제공될 때 혹은 저작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문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포될 때 그 문헌을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즉 공개발표 전시 방송 온라인 전송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 이용할. , , ,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새 법률안은 부록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고 있다 부록에는.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를 여러 사전에서 발췌한 정의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록에 수록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법부록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 중에 캐나다 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의 납본" "
이란 용어가 있다 책 이라 함은 모든 문헌 보고서 기록물 테이프 기타 출판. " " , , , ,
자료 기록 정보 녹음자료 저장 혹은 재생산 자료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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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자료의 납본 이란 용어를 다소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전자자료와 비인쇄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출판물은.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바바리아의 법률에는 란 용어가 있다 는 구술녹음자료 악보 그리"text" . "text" ,
고 그래픽으로 표현된 음악자료 지도 지방계획서 그리고 지도 사진자료 등을, , ,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향후 법의 빈번한 개정

을 피하기 위해 출판물 책 인쇄자료 와 같은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해 볼" ", " ", " "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용어나 관용구.
들이 있음을 인식해서 그러한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그 나라의 다른 법률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같.
은 의미로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자하는 국립도서관.
에서는 이미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법률을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전자출판물 보존기관h)
전자출판물 보존을 위해 기관을 설립한 국가는 없다 실무그룹에서는 만약 전.
자출판물의 수집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다른 국립보존기관이 없다면 전자출판물

을 소장할 수 있는 적당한 보존기관을 알아내는데 국립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문서는 전통적으로 종이에 인쇄하. ,
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되어 생산되고 있는 이

러한 자료들의 수집은 국립도서관 혹은 인쇄출판물을 법적으로 납본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부여된 한 개의 기관 혹은 그 이상의 자료보존기관에서 책임을 담당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국립도서관이 장서개발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시도할 때는 납

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이 적정기

관에 그 책임을 위임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비도서자료중 많은 자료들이 자료보존기관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데는 명확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텍스트 자료를 비롯해서 영상 음성자료, ㆍ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보존대상 자료로 지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

다 노르웨이 법률에는 주 매체를 보고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분류함으로써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마련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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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의 도입i)
법률에서 비도서자료를 납본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납본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실무그룹에서는 이 방법을 찬성.
했다 캐나다에서는 과 들을 현재 수집하며 온라인 출판물을 장. CD-ROM CD-I ,
서로서 그리고 자료 저장방법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출판물들.
은 법률과 저작권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납본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

다 국립도서관도서납본규정 에서는 만약 특별히 납본을 요청받지 않는다면. (1995)
출판자들이 납본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을 구분하여 명시해 놓았다 전자 토의그(
룹에서 온라인으로 협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분 소수민족 출판물 혹은 지방

출판물).
미국에서는 수집에 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CD-ROM .
회도서관에서는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기간과 조건에 관하여 출판자들CD-ROM
과 공식 협정을 맺었다 개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부를 납본하도록. 4 . 2
하고 납본된 자료를 미의회도서관내에서 개의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2
도록 허락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두 번째 동의서는 미의회도서관내의 개 자료. 5
실까지 동시네트웍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를 납본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납본자들이 다운로딩을 허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다

운로딩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 그리고 미의회도서관내에서 사용에 대CD-ROM
한 일반정책 성명서가 있다.
미국내에서는 년 연방법으로 비인쇄자료의 납본에 관한 의무적 규정을 명1993
시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납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신중하게 규.
제되고 있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작권국에서는 새, .
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관련법의 안정적인 발전단계를 더 선호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국립도서관에 모든 종류의 비인쇄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실질적으로 납본 수집의 범위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
술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과 호주 두나라에서는 자료의 납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에 납본

법을 적용하는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시행령을 적

용하여 특정형태의 자료가 납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법률 공포시 납본법을 적용해야 할 특정 출판물의 범주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납본 대상 범위의 정의-
출판물의 납본절차-
납본 받도록 지정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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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기관에서 출판물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필요한 특수조건-
납본 했을 때의 보상과 납본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스페인에서는 출판자료가 납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경우

국립도서관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대.
상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경우 자문에 응할 책임이 있는 독립생산자

나 출판업자 그리고 독립자료보존기관의 의견을 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 장 전자출판물의 처리3 :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법률의 준비는 그리 간단한 일

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신법률안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전자.
출판물을 납본받아 이를 이용시키고 장기적 영구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소한 일일 수 있다.
법적으로 납본받은 전자출판물은 수집 등록 저장 보존되어 자료 하나 하나, , ,
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서지에도 수록하고 보존도 하고 연구자들. ,
에게 제공도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인쇄물에도 적용되지만 그러나.
전자출판물을 처리하는 데는 인쇄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자료와 함께 있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인쇄자료.
를 처리하는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매.
체는 인쇄매체와 같이 양질이면서 오랜 수명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서지기록도 매체가 새로워질 때마다 그 내용을 새로운 용기에 옮겨 보존해야 하

기 때문에 그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장매체의 선택과 이에 따른 컴퓨터.
환경의 조성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보존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다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정해서 운영할 것인지는 처리과정의 호환.
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에는 향후 당면하게 될 심각한 과제들이 있다 적절한 시설을 갖추.
어 이용자들이 향후 전자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전?
자출판물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

면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을것인가 납본받는 전자출판물은 이용자들에?
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자들로부터 납본을 받을 때 갖추어야.
할 기술적 능력이 있다 그러한 기술적 능력을 국립도서관이 갖출 수 있을 것인.
가 만약 법적납본 그 자체가 본래목적이 아니고 납본된 자료를 필요한 모든 사?
람들에게 이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장에서는 전자출판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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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서개발a)
납본제도는 국립도서관이 자료를 광범위하게 납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

며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받은 자료가 이용자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가,
능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도록. ,
하는 의무 규정은 둘 수 없음으로 국립도서관에서는 자관의 목적에 맞는 장서개

발정책을 수립하여 적절히 자료를 선택 수집해야 한다.
비인쇄매체의 출현은 인쇄자료에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몇.
몇 전자출판물들은 인쇄출판물과 표현이나 내용등이 거의 같다 이러한 경우 보.
존 도서관에서는 전자형태와 인쇄형태 두가지 모두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이용자에 따라 다른 포맷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해서 두 가지 모두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자료 선택시에는 내용이 동일한지 표현된 내용과 포맷이 가치가 있는지 장기보, ,
존이 용이한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한다.
어떤 국립도서관에서는 비인쇄자료가 출판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지에 초

점을 두어 자료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도서관에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수집해왔

던 인쇄출판물의 대체자료로서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의.
선택은 그 나라의 환경 그리고 도서관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외에.
도 장서정책수립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부.
록 를 참조하기 바란다D .

서지통정과 레코드 생산b)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목록이 모여진 서지레코드를 통해서 자관소

장자료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법적 납본 책임을 맡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자관.
소장자료의 목록은 물론 그 나라의 국가문헌목록인 국가서지를 작성 유지하는ㆍ

책임을 함께 맡는다.
전자출판물을 법적으로 납본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작

성은 물론 국가서지에 수록할 방법을 숙고해야만 한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
판물들이 현재 국제표준화된 방법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이 국가문화유산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자

체만으로도 전자출판물의 목록은 국가서지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자출판물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목록을 작성할 때 보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목이 다른 포맷에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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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만약 그랬다면 이러한 일은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 내용에 손,
실이 있었는지 질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서지는 지리적으로 한 국가를 범주로 하여 작성되어왔다 그.
러나 전자출판물의 경우 국가의 범주가 덜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국가서지의 중복작성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동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의 지침서에서는 전자출판물 목록을 작성하는데 인쇄물보다 더욱 많은 시

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목록자들이 전자출.
판물을 처리하는데 능숙해지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데이타의 국제표준.
개발은 온라인 출판물의 서지기술과 검색을 손쉽게 촉진시켜주는 헤더 정보 수

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항을 보려면 부록 를 참조한다. E .

등록과정과 체킹c)
법률에 의해 인쇄출판물이 도서관에 납본 접수되면 그 자료에 대한 기록이 남

겨진다 이들 자료는 원형대로 등록되어 후에 식별될 수 있도록 독특한 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적으로 납본된 자료는 엄격하게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출. .
판업자들은 그들이 납본한 출판물이 잘 보존되어 후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

서관에서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결호자료를 확인하고 납본. ,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납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된 자료를 체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납품기록 외부 컴퓨터팩키지 체킹 등록번호 부여 그. ,
리고 클레임 요청 절차 등이 인쇄출판물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자.
출판물에 대해서는 상기 이외의 추가적 단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에 포맷의 형태가 첫 번째 위치에서 명시되어졌다면 예를 들어 혹은( PC

의 판 원하는 포맷으로 출판물이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할CD-ROM APPLE Mac )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출판물에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이 함께 납본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서,
가 포함되어 완질판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과 함께 판매되고있는 정상적인 패키지 상품과 매뉴

얼을 요청할 수 있어야함은 물론 전자매체 원본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매

체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납품되는 모든 자료들은 도서.
관이 갖고 있는 권리 범위내에서 정보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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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샘플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작권이 침해가 되지는 않. ,
았는지 납품된 자료에 컴퓨터바이러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존을 목, .
적으로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료 전체를 다운로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작업초기에 자료의 일부분에 대한 다운로딩을 실시해 볼 것을 권장한다 만.
약 다운로딩이 불가능하다면 후손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해

두어야 하는지 납본자와 협의를 해야한다 필요한 정보는 목록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험한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저장d)
자료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하는데 자료저장 이전에 여러 가지 작업

단계들이 있다 많은 도서관에서 인쇄출판물들을 여러 가지 범주별로 그리고 자.
료의 크기별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자료들에 서가기호를 부여하여 서가에 적.
절히 배치한다 서가목록은 목록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들은. .
모든 출판물에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적용된다 납본법으로 수집한 전자출판.
물에 대해서는 인쇄출판물보다 더 많은 과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저장시 선택해야 할 사항들을 자료의 접근방법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장시 선택 사항의 범위는 정리 내용 그리고 이용 조건과 관련하여 납본. ,
자와 맺은 약정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의 이용조건과 형태는 전자출판물의.
저장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넷트.
웍에 가입된 기관에 국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접근을 허락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 혹은 특정넷트웍에 접속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도서관의 중심위치에 자료접근?
을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도서관내의 모든 컴퓨터 터미널에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국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모든 전자출판물 즉? ,
구입 납본 교환 특허계약 그리고 디지타이징등으로 수집한 모든 전자자료가, , ,
저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출판물을.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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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검색e)
납본으로 수집된 전자출판물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자료의 이용을 허락하기에 앞서 저작권자와 맺은 약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

안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
공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전자출판물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법적납본과 자료의 전송과 관련해서 국립도서관과 출판자들간

에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출판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일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출판자들에게

납본을 하면 출판자들이 발간하는 작품들이 폭넓게 홍보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

로는 그들이 발간한 자료를 잘 보호해서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판물의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자료의 접근은 매우 명확하고도 엄격한

환경하에서 허락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과 출판자들이 협정한 범위내에서 문헌.
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지침이 되는 좀 더 중요사항이 부록 에 있다. H .

보 존f)
국립도서관에서는 출판된 자료 즉 역사적 문헌적 문화적 기록자료를 보존할, ,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필수요건 자원모델화g) -
국립도서관이 납본법을 통해 전자출판물을 납본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 받은 전자출판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장

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리할 수 있

는 전문가를 확보해서 일반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 없다면 접수

된 전자자료를 유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이다 국가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다를 것이다 게다. .
가 전자출판물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험을

해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제시해주는 지침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법을 통해 전자출판물.
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확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국내에서 출판되.
고 전자출판물의 성장률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위해 규,
정에 삽입되어져야 할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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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자료에 대한 서비스 규정에서 특히 불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 장 결론4 :
납본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출판.
물을 다루지 않는 나라의 국립도서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실제사항

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납본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출판 동향이 전자적방법으로 확산될 때까지 또한 갱신된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을 때까지 관망한 후 법적 납본규정을 제

정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이미 전자적 출판이 인쇄출판물처럼 그 나라 출판문화의 일부분

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성장하여 전자출판물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를 도와주

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는 국립도서관들이.
단시일내에 확실히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권고 사항은 없다 국가가 문화유산.
에 얼마만한 비용을 투자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정부의 강력한 지.
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문화유산에 별반 관심이 적은 나라보다 보다 용이

하게 납본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기울이는 관심과는 별개로 정보제공자들이 지원하는 수준에 의해 성공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정보제공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
도해서 진행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국립도서관에서는 법적납.
본으로 수집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을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출판업자들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무그룹에서는 회원국가들이 사업시작 전에 세계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절차와 실무를 고려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일을 처리.
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규정 그 자체는 납본법.
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혹은 국립자료보존소법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과 같이 형체를 알 수. CD-ROM
있는 전자출판물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온라인 출판물이 있다 모든.
전자출판물들이 국립도서관에 납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제대.
로 된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가지 보편적인 방법은 기본

적으로 법률 제정시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지정한 후 그 법을 적용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제정되어졌을 때 법적납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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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그룹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은 법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시작하지 못한 국가

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주안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규범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쇄물에 현재 적용. .
하고 있는 납본법 실무 전자출판물에 적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는 새 법안의 골,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출판물 납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의 연간, ,
수량과 같은 것들이 지침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보고서.
의 내용이 전자출판물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이,
인쇄물을 대신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쇄출판물은 사라지.
지 않을 것이다 인쇄물을 위한 납본법과 전자출판물을 위한 납본규정이 병행.
운영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 자료를 위한 실무와 적용하고자 하는 절차를 간단

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가지에 적용할 법을 가능하면 비슷하게 해야 할 것이

다.
실무그룹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가지 주요지침들이 회원국들

이 법적납본제도를 제정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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