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55 4 ( 357 ) 년 겨울2000

目 次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훈/

전자도서의 유형과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최원태/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분야의 분류체계 및 적용분석 김정현 문지현/ ․
역사지도자료실 참고정보원 활용에 관하여

역사자료와 지리 및 지도자료 정연숙- - /

3

34

62

88

자 료< >

현대도서관과 목록 최희곤/ Pat Oddy 著 譯․
제 차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4 ․
제 차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4 ․

136

152

171

편찬위원장 이경구:

편찬위원 곽동철 권재윤 김승환 박종근 성기주 신인용 이귀원 이숙현 이치주: ․ ․ ․ ․ ․ ․ ․ ․



DOSEOGWAN

Vol. 55 No. 4 (357) 2000 Winter

Contents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Library Policy / Lee, Yong-hun

A study on the type and technology of the electronic book

/ Choi, Won-tae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gricultural field in KDC

/ Kim, Jeong-hyen Moon, Ji-hyunㆍ

A study on the use of reference sources in history and map collection

- reference sources on history, geography and geographical directory -

/ Chung, Yeon-sook

<References>

A study on the cataloguing today / Pat Oddy tr. by Choi, Hee-konㆍ

The 4th exchange programme of the librarians between NLK and NLC

The 4th exchange programme of the librarians between NLK and NDL

3

34

62

88

136

152

17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 용 훈**

목 차< >

문화정책1.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1.1.
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1.2.
문화의 사회적 기능

문화정책의 범주와 원칙1.3.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1.4.

도서관정책2.
도서관정책의 의의 목적과 목표2.1. ,
도서관정책의 필요성2.2.
도서관정책의 구조2.3.
현 단계의 정책과제2.4.
도서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2.5

현 단계 주요한 도서관정책3.
도서관 확충 정책3.1.
도서관운영재원 지원3.2.
전문직제 운영3.3.

표준화 정책3.4.
독서진흥시책3.5.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3.6.

바람직한 도서관정책을 위한 제언4.
도서관정책의 이념 확립4.1.
도서관정책에 관계된 국가4.2.
제도의 재정비

도서관 현황 파악4.3.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4.4. ,
협력을 통한 효율화 도모

도서관 기능의 전환4.5.
전문직 제도 확립4.6.
기타 몇 가지 구체적인4.7.
정책대안

나오면서5.

* 이 글은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 년 제 회 세미나 에서 필자가 발표한 국가2000 8 (2000.12.15.) “
가 지향하는 도서관 정책 및 지원책 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것임" , .

** 도서관문화비평가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http://blackmt.pe.kr, blackmt@hitel.net)



4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정책1.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정책은 문화정책의 한 줄기이다 따라서 도서관정책을 이.
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

다 그런데 문화 란 말은 영어에 있어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가장. ‘ ’(culture)
어려운 개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정책을 이야기하려2,3 .
면 문화에 대한 개념정리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정책을 이야기하기 전.
에 간단하게나마 문화정책에 대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1.1

문화는 쉽게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혹은 인간답게 사는 방식 모습“ ” “ ” , 1)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화정책 이념은 역시 인간답게 살기라고 할 수. ‘ ’
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 문화정책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문화정책에 대한 이념적 정립이 없이 그저 그때그때 사회적 상황이나 정책당국

의 편의에 휘둘려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떤 국가.
에서든 문화정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 실정과 현 단계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의 특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 논리가 강력한IMF
힘을 발휘하고 있다 문화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마치 투입 산출의 효율성을. /
따지거나 문화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첨단산업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강

요받고 있다 그러나 분명 문화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요.
소이며 그 핵심요인이 역시 나 자신의 사람다움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라

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는 개개인의 개성을 풍부하게 하고 자발적 자주. ,
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는 새로운 발상과 창조를 이끌어 내는.
1) 강내희 문화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제 회, ‘ ’, , 1
문화정책포럼 자료집 쪽(2000.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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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재산이면서도 문화의 주체가 개개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는 개개인의.
열린 소통으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폭넓게 공통성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문화.
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창조의 성과가 더해져 풍요로워진다.
요약하면 문화는 본질성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공통성 동태성 축적성 등 일곱 가/ / / / / /
지의 특질을 가진다.2)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의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사회 속에서 문화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일차적으로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고.
할 때 그러한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인 문화정책은 과연 수많은 정책 가운데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그 동안

경제와 정치와 비교해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는 문화를 정치 경제의 부속물로 보는 입장을 버리고 문화적 향유도 경제적,
풍요나 정치적 자유와 함께 동등하게 삶의 기본조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으로는 문화를 인간의 다른 사회적 활동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며 또한 품,
격도 달라서 어떤 절대적 이상이라고 보는 문화의 절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문화중심주의나 문화지상주의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제 문화와 정치 경제는. ,
상호 배척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혹은 상호내재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3) 그
이유는 문화가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사회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우,
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1.2 4)

문화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 동안은 문화를 보는 관점이 다른 요인이나 특정 개인 집단. ,
등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문화정책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다 우선은 문화를 인간발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환경위기 등과. ‘ ’ .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가 아닌 인간발전의 관점에서 우

리 국가정책의 이념적 지향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창조성의 관점에서. ‘ ’

2) 이은영이 운영하는 개인홈페이지 문화사회를 꿈꾸며< >
참조(http://members.tripod.lycos.co.kr/foreverck/culture.htm)

3) 강내희 앞의 글 쪽, . 4
4) 이 부분은 강내희의 주제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 위의 글 쪽 참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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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 한다 문화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꿈과 이상을 실.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

이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에는 노동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원의. . ‘
관점이 있다 이 때의 자원은 단순히 자본의 축적이나 이윤의 확대를 위해 개발’ .
되고 소비되는 의미에서의 자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무한한 필요에 다양하게 제

공될 수 있는 창조성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란.
자원은 즉각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에 자양분

을 제공하게 된다 네 번째는 다양성과 차이의 관점이다 서로의 다름과 그 다. ‘ ’ .
양성이 보장될 때 문화의 생명력도 최적의 발전 조건에 놓인다고 한다 다양함.
과 차이는 문화를 꽃피우는 필수조건이다 다섯 번째는 사용과 향유의 관점이. ‘ ’
라고 할 수 있다 소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는 결국 사회적 창의성과 발전의욕을.
저해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정책에서는 문화를 사적이고 배타적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 대중적 공유 그리고 함께 그, ,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듯 문화.
정책을 보는 관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문.
화를 바라보게 되면 문화는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

한 조건을 개선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정책의 위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화가 이러한 위상에 걸맞으려면 사회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도 크게 다섯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 도덕적 기능 창조 생산적 기능 정치적. , - , - ,
기능 경제적 기능 등이 그것이다, .

문화정책의 범주와 원칙1.3

구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외연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연 문.
화정책의 대상과 범주는 어떤 것인가 문화란 말 자체가 광범위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대상과 범주가 무한정할 수도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대상과 범주를 구분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 역시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해야할 것,
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정책 대상과 범주에는 크게 보아서 국.
어 문화기반시설 운영 예술활동 지원 문화산업과 문화재 정책, , , 5) 등으로 구분할

5) 최근 문화재 정책부서가 외청 문화재청 으로 승격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정책비중이 커( )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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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그 영향

또한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구분이 불가피하더

라도 결국은 인간적 삶의 의미의 영역 표현의 영역 우리 사회의 정체성 영역, , ,
기호와 취미 욕망의 영역 그리고 매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은 문화정책의, ,
대상과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문화정책에서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8)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
문화정책은 정책수립 집행에 있어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 .
에 따라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
지는 대체로 관료와 전문가집단이 정책의 수립에 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민 집,
단 세대 등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관료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촉진자 또,
는 지원그룹으로 남아야 한다 또한 자유와 평등의 극대화 즉 상호성의 원칙에. ,
따라야 한다.9) 공공성의 원칙도 고수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은 때로는.
우매한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과 시민.
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마땅히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접근성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두 번째 원칙은 진작과 촉진 그리고 책임의 원칙이다 문화정책은 원칙적으로, .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간섭은 가능한 한 배제하여 궁극적으로 주체 대중 또는(
관련 전문가 예술인 등 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작 촉진하, ) ,
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공공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강력하.
게 촉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생산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화정책은 문화발. .
전이 사회발전에 긍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 때의 생산성은 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의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야 한다.

6) 이외에도 우리나라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방송 종교 관광 체육정책 등도 함께 맡고 있, , , ,
다 이러한 분야의 정책도 그 어느 하나 우리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기 때.
문에 때로는 문화정책의 핵심이 흐려지기도 한다.

7) 강내희 앞의 글 쪽, . 10
8) 위의 글 쪽 참조. 11-14
9) 최근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부 검열을 정당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

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문화적 창의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

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일에서 이러한 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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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정책1.4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그 집행은 지,
방자치단체의 문화담당부서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의 정부는 과거. ‘ ’
정부와 달리 문화정책의 기조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로 정하여 통제위“ ”
주의 정책에서 진흥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더하여 창조적 문화한국. <
건설 을 목표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문화>
산업을 상정하여 과거와 다르게 문화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년에. 2000
는 문화예산이 획기적

으로 정부예산의 1%
를 넘어 이러한 정부

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림 을 보. < 1>
면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

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인식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입장에서.
년 주요문화시책2000

을 제시했는데 그 내

용은 새 천년 창(1)
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2) 21
세기 대비하는 새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중산층과 서민을(3)
위한 생산적 문화복지

확대 문화 정보화(4)
를 통한 지식기반사회

촉진 문화콘텐츠(5)
를 지식기반경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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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육성 세기 관광대국을 향한 기틀 마련 체육강국의 위상강(6) 21 (7)
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청소년 육성 건전 종교문(8) (9)
화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민족문화 보존 전승과 우리문화의 세계화 등(10) .
가지이다10 10) 년 이후 시설 하드웨어 중심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중. 1998 ( ) ( )

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통제와 감독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
통한 지원정책으로 문화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꾸준히 문화 전반에 대

한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 국정지표 중에 참여민주주의의. 7 『

활성화 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과 같은 지표로 이러한 문화정책에 힘< >』

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정책에 대한 이념 이론과 실천이 괴리되. ,
어 있고 제시된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실제적인 분야별 정책사업들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음으로 우리 문화정책은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관행의 개/
혁은 물론 문화정책 운영방식 자체의 개혁이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단지 부분적으로 신규사업 개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11)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 건설을 꾸.
준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정책2.

보통 정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치단체의 정치상의 방침과 그것을 이,
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계획과 그 방향 그리고 이를‘ ’ ‘ ’,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도서관정책이라‘ ’ . ‘ ’
고 하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과 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궁극,
적 목표는 개별 도서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해 줌으로써 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할 만한 도서관정책이 있.
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도서관들이 아직도 공부방으로 인.
식되고 신규자료구입조차 여의치 않은 예산배정 등이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현

10)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11) 이러한 비판은 년 월 일 개최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제 회 문화정책포2000 11 10 1
럼에서 심광현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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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정보화 종.
합계획 등이 발표되어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으나 이 계획

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별 도서관들의 활성화가 전제되기 때문에 현재

의 도서관 수준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도서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서관정책의 의의 목적과 목표2.1 ,

도서관정책은 국가의 도서관 제도와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행정,
에 있어서는 그 준거가 되고 원리가 된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도서관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특히 문화정책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정책분야로서의 의의

를 가진다.

도서관정책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도서관을 국가. ,
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자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도.
서관은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의 필수적 도구로 존재하는 핵심기구여야 한다.
셋째는 평생학습의 터전이 되어 사회발전에 수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식을

습득케 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게 함으로서 완전한 인격체로 사회화하는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해야 한다 즉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이 경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 ,
인 활력소로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 장치가 되도록 그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는 가지의 하위단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7 . (1)
제도의 확립 자료의 강화 정보의 표준화 인적자원의 확보 도서(2) (3) (4) (5)
관 협력망의 결성 봉사기능의 강화 서지의 자동화 등이 그것이다(6) (7) 12).

도서관정책의 필요성2.2

현대적 의미에서 도서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치적 객체로 존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년 워싱톤에서 열린 과학정보에 관한 국제회의가 시발이라고 한다1958 .
이 회의에서는 과학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정부의 책임하에“

12) 정진해 한국정부의 도서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 ,『 』

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쪽(199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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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 결정하여 도서관을 정부의 정책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또한 유네스코는 공공도서관 선언을 통해 따라서 유네스코는 모든 국가의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3).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자기 평생 학습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문화( )
를 누리며 민주시민으로써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유산의 원천,
으로 기초학문을 개발하고 각 전문분야를 세분하여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추구

하게 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에서 출

발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서관정책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구체.
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서관정책은 그 방향설정과 그 집. (1)
행과정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정책은 국가적(2)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중심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서(3)
관 전문직을 포함한 인적 충원과 재교육의 방향이 내포되어야 한다 도서관(4)
의 시설과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물적 자원의 동원에 관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도서관정책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5) (6)
도서관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또한 분야별 목적별 요구에 적절, ,
한 봉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간 또는 타 기관

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14).

13)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은 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현규섭 교수의 번역1995 .
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년 월호 쪽 을 참조( , 1996 3·4 4-6 )『 』

14) 정진해 앞의 글 쪽,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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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의 구조2.3

이와 같은 도서관정책은 다음과 같은 순환모형구조를 가진다15).

그림 도서관정책 순환 모형< 2>

년 문화부 출범과 함께 도서관정책 담당부서가 문화부 문화체육부를 거쳐1991 (
현재는 문화관광부 로 이관되고 도서관진흥법 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에서) < >( )
기존의 도서관정책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16) 행정전
담부서로 도서관정책과 현 도서관박물관과 도 신설되었다 또한 법령에 의해 도( ) .
서관정책자문기구로 도서관발전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이렇게 비로소 도서관정책.
의 구조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도서관정책에 대한 도서관 현장이나 국민

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개.
혁의 일환으로 도서관정책자문기구인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되고 행정

담당부서의 위상도 여전히 불안할 뿐 아니라 도서관 법규나 규정 등이 일선 행

정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은 물론 학교도서관계의 여전한 부실 대학도서관 개념과 위상의 급격한 변화로,

15)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한국도서관협회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 ‘ ’. , 34『

논문집 쪽(1996), 7』

16) 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정책

과는 달리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도서관진흥기금 조항 마

련 국가문헌정보체제의 구축과 협력망의 제도화 등이 법령에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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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불안정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부재 등으로 인해 과연 도서관정책,
이 제대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ㆍ

현 단계의 주요한 정책과제2.4

도서관정책에 대한 그간의 많은 논의와 제안들을 다음과 같이 위의 도서관정

책의 구조틀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개발 조정 분석 기능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2.4.1 :ㆍ ㆍ

현재 그 동안 정책자문을 담당하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폐지되었다‘ ’ .
이는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통 폐합조치ㆍ

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도 동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정책자문기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하고 위원회를 통한 도서관정책 수립,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폐지된 위원회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자문기구는 구성되지 않고 있어 도서관정책 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

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행정적 자문기구를 다시 구성하는 것 이외에. ,
도 도서관계의 여러 전문단체들과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

는 정책 개발과 분석 제시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담당부서와 민, .
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공식화 강제화 기능 관련법규 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2.4.2 : - ‘ ’ㆍ ㆍ

도서관법은 년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숱한 실패1963 ,
로 입법의 어려움을 절감한 도서관인들이 국회 기능을 대신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이 오히려 절차상 손쉬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내용 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미비점을 개정해 가자는 생각에서 시도한

것이었으나 정작 이러한 전술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법 개정은, . 24
년이 지난 년에나 가능했다 현재의 법도 제정당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1987 .
었지만 결국은 도서관과 문고를 적당하게 결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타협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 일부 조항. 17)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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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이렇듯 도서관 정책의 공식화 강제화는 매우. ,
어려운 일이며 한 번 공식화하고 나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틀을 바꾸는 것,
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법이나 규정을.
만드는 고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정책이나( ) .
활동이 여타의 부문들과도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

나 규정 등도 면밀하게 검토 종합적인 법규를 만들고 유지해 가야할 것이다 사, .
실 법은 도서관 정책을 공식화하고 강제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중,
요한 것은 그 법대로 정책을 시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서직 관장제의 확실.
한 정착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 ㆍ

조 행정체계 구축 운영비 중 인건비와 자료비의 국고보조 등과 함께 도시계‘ㆍ ㆍ

획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선’ ‘ ’ ‘ ’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18)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현안으로 드러나고 있다.19)

집행 추진기능 도서관 행정 전담 부서2.4.3 :ㆍ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전담부서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산하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

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20) 이러한 정책집행 상의 문제.

17) 제 조 과태료 에서 제 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삭제되었53 ( ) 13
다.

18) 오세형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

석사학위논문 쪽(1996), 138-147
19) 현재 몇 몇 도서관계 전문단체가 나서서 사서자격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대학교육제도의 전문적 개선과 현장에서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20)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는 항상 빠지지 않고 도서관정책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주장되

고 있다 정필모 국가도서관체계의 발전방향 도서관문화 권 호. , ‘ ’, 32 2 (1991. 3 4), 21『 』 ㆍ

쪽 김지봉 지방화와 공공도서관 정책 도서관문화 권 호 쪽, , ‘ ’, 38 5 (1997. 9 10), 3『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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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도서관계의 바‘ ’
람대로 문화부 초기와 같이 도서관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의 행정담당부서를 보다 강화하고 강력하고 실질적.
인 행정집행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박물관과도 각 행정부처들간 협조체계를 강.
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각 도서관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위에서 제시된 것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국립도서관의 확대 강화를 통한 전국적인 도서관망의 구축, 21),
공공도서관 신설 시설과 자료의 확충 이를 위한 재원 확충 전문직원의 배치와, , ,
인사제도의 개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제, ,
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의 그림, <
와 같은 순환적 도서관 정책과정에 직접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2> .

도서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2.5

이제 도서관계 자체적으로도 도서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22).
사실 그 동안의 주장들은 대체로 하드웨어적이거나 이러한 하드웨어부문에 물려

있는 부수적 문제제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거시적.
관점이나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1) 정필모는 현 국립중앙도서관의 격상과 각 도별 분관 설치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의 도서관망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주제별 국립도서관 설치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정필모 위의 글. , .

22) 이용남은 도서관계가 수 십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도서
관발전의 결정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문제,
에 접근하는 우리 도서관계의 전략의 방향전환을 주장하였다 즉 그 동안 도서관계가. , “
논의해 온 것은 대체로 도서관행정 시설 직원 자료 등이 이러이러한 논리로 해서, , , ,
어떠한 수준 까지 되어야겠다는 식의 접근과 주장 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위 어떠” “「 」 「

한 수준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이 필요할까 하는 전략 모색에 간심을」 「 」

두어야 할 때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남 앵무새 년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마” . , ‘ 30 ; 30
치고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3 5 (1992. 9 10), 2『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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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인 도서관 수만 해도 그렇다 지금까지 행정담당부.
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 수만을 파악하고 있다23) 나머지 대학도서관.
이나 전문 특수도서관 등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ㆍ

못지 않게 중요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나 도서관계에서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현황을 교육부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라고 할 수 있는 현황파악 통계 조차도 제대( )
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의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바람직한 도서관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몇 가지 반드시 해소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2.5.1.

우선 도서관정책의 범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관광부나 도서관.
계에서도 대체로 도서관정책의 범주를 공공도서관에 국한하고 있는 경향이 있

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핵심부문으로 도서관정책의 기반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역시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모.
든 관종 즉 법령에 명시된 공공 대학 학교 전문 및 특수도서관 모두를 포괄하, , , ,
는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적절한 집행방법을 강구 실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
개별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도서관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폭

넓고 강력한 도서관 발전 정책을 집행해 가야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
들이 자유롭게 언제나 관종에 상관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를 통해 도서관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의 앎과 행동을 지원하는.
주요한 퍼블릭액세스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24) 그러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도서관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디나 국민

이용자 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의( ) .
경우는 지하철 역 근처 큰 빌딩이나 지하철역 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물 동사무소나 우체국 같은 공공건물 등에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의,

23) 특수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
들도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

24) 이용훈 세기 한국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운동연구회 편 공공도서관운영론, ‘21 . ’, , 『 』

예영커뮤니케이션 쪽 참조( , 200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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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5)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라.
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접근방향의 변화.
는 결국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서관 현장 전문가들이 도서관 정책 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2.5.2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확실한 입장표명과 함께 도서관

정책을 위한 중요한 방향 전환 중 하나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다 특히 사서는 도서관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정책과정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가 어떻게 자신의 도서관을 인식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가

가 도서관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정책에.
있어 사서의 주체성 자발적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주체성 확립을 제도화하, .
는 제반 노력을 통해 도서관을 전문가에 의한 정책과 집행 도서관 개혁과 발전,
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서들은 도서관의 기본목적을 다.
시금 인식하고 이러한 기본목적 달성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26) 이를 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고급 전문사서들이 이용자 서비스

분야로 나서는 것이다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달성에 투여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오랜 경험과 실제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사서.
들이 이용자들을 만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도서관은 오랜 숙원인

사회적 인식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對

25) 도서관운동연구회가 년 월 일 개최한 관악구립도서관 건립공청회에서 필자는2000 10 21 ‘ ’
구립도서관 개관준비에서 고려할 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악구에서의 도서관망 구축‘ ’
을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6) 이용남의 년 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목적에 대한 직원의 인식은 목적의1996
설정 수행 및 변화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요소인 동시에 저해요소로서도 작용하고 있으,
므로 공공도서관 목적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으나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직원들은 도서관의 목적 중 궁극적 가치인

기본목적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궁극적인 목적 분야보다도( )
수단적 가치인 지원목적 공공도서관의 기본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원과 수단을(
마련하고 자체조직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 분야에 더욱 높은 우선 순, , )
위를 둠으로써 목적전치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또 한번의 목적전치가 필요하다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 ,『 』

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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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사서가 주체가 되는 도서관 운영이고 도서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2.5.3 .

최근 도서관계는 정보전달 매체 수단 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디지털도서( ) .
관 구축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자료 등에 대한 과다한 관심이 강하다 그러나 이.
러한 것은 주로 정보전달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는 아니

다 도서관은 물론 항상 새롭게 발전하는 정보전달 수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 그 자체 정보의 내용이며 정보가 이용자들에게서 어떻게 지식으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기여방식이다27)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들은.
도서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자료관리도 실제는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 주

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슨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
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도서관 장서를 수, ,
집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이용자가 가장 쉽고 잘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등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 시스.
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이용자 중심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며, ,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
직도 좋은 책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할 수 있,
는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등등에 있어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주로 책의 열람이나 대출 몇 가지 문화활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도서관,
이용자들의 잡다한 일상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개입,
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게 되고 결국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모든 정책순,
위에서 도서관은 별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도 실상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의 의미로서

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도서관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이용자들에 밀착되어야.

27) 우리는 도서관을 정보의 저장소라고 말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이다 도서“ ‘ ’ , .
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책이지 정보가 아니다 키스 데블린 인포센스 사람.” ( , , .『 』

쪽 키스 데블린은 이 책에서 수많은 정보를 살아있는 구체적 지식으로 만2000. 49-50 ).
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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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도서관 역량을 집중하여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는 도서관.
이 될 수 있어야만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대로의 관심과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서들이 책임지고 이루어 내야.
할 도서관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현 단계 주요한 도서관정책3.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은 크게 도서관 확충 도서관운영재원 지원 전문직제 운, ,
영 표준화 정책 독서진흥시책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 , .
요한 도서관정책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확충 정책3.1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확충 정책은 그 대상이 공공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대학이나 학교도서관 등은 그 모 기관의 필요에 따라 도서관이 설치 운영,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충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
으로는 이러한 관종에 대해서도 확충정책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폭넓

게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매년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 .
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명칭변.
경 민간위탁 등 이러한 정부의 확충정책에 반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 오,
히려 도서관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28) 이.
에 대해 정책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는 보다 확실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29).

도서관 확충정책은 공공도서관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떤 시기 어,

28) 필자는 이에 대해 년 월 일 한국도서관 정보학회가 개최한 하계학술토론회 주2000 6 23 (ㆍ

제 우리 문헌정보학의 학문과 현장 에서 토론자로 나서 공공도서관 위기의 원인과 현: ) ‘
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공도서관의 위기의 현상인 명칭변경과 민간위탁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9) 경기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한 기관들에 대해 다시 명칭을 도서관으로 환원하지 않

을 경우 그 동안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한편 향후 도서관에 대한 각종의 지원에서도 제

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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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상황에서든지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

학 학교, 30) 전문 특수도서관의 확충에도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소외, , .
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점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
등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폭.
넓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명백하게 점자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 ‘ ’
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예 특수도서관까지도 도서관행정에 포함시

켜 정당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립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각종의 사립도서관 민간어린이도서관 및 문고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국민,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치밀하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운영재원 지원3.2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서관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재원은 자료구입비에 집중되

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부족한 지방자. IMF
치단체 재원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부담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의 자료

구입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일선 공공도서관의 재.
정구조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서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서구성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
민단체에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대폭적 증액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31).
30) 학교도서관은 가장 소외되었거나 무관심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상학교가 많고.
따라서 이에 투입요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해 도서관이 필요없는 교육이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광.
범위한 교육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

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년 월 일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여 그 활동에2000 11 30 ‘ ’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3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연대 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자료확충은 출판산업 활성화( )
와도 직결될 뿐 아니라 우수한 지적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사회기반이 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도서관이 좋은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정책의 최우선 과

제라고 주장하고 공공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증액을 요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다 년 월 일에는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2000 6 23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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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모든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 .
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이나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충분히 도서관, ,
에 대한 재정투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도서관 운영재원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

전문직제 운영3.3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는 도서관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다 따라.
서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전문사서직이

관장을 맡도록 규정 제 조 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4 ) , .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전문직원인 사서직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는 크게 부진하다 사서직 관장은 아직. .
도 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사서직 관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일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부나 관련 행정부서들은 법령의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

하여 국민들에 대한 좋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중.
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겪고 있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구

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법 시행에 나서야 한다 전문직원 배치는 여전.
히 법령 기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도서관에서 전문.
인력들을 배제하고 있어 과연 도서관 운영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하고 있다 비록.
전문인력 배치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도서관정책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정

책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장 문제와 연계하여 강력한 정책의

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할 사회.
복지전문요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32)과 비교할 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기반시설

32) 행정자치부는 년 월 급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읍 면 동에 재직1999 10 “
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명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새로 명2893 1200
을 급 사회복지직으로 뽑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개 읍 면 동에 배치키로 했9 1126
다 고 밝혔다 행자부는 월 중순부터 시 도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 10
시험을 실시해 연말까지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녀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
원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9.10.3. http://www.hani.co.kr/SOCIAL/data/9910/ day03/ print/prrrra40b.

년 월에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명을 채용한다는 발표를 한 바도 있html) 2000 4 6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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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문직제와 관련해서 최근 도서관계에서는 대학교육제도와 도서관 현장의 급

격한 업무내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서자격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
한 도서관계 의견을 집약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운.
동연구회는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33) 새로운 사서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과 전문인력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기능은 어떠한 것인지

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과정,ㆍ

을 재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서관정책의 일.
환으로 이러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계에서.
도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지향적이고 도서관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

서 허심탄회한 논의와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표준화 정책3.4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각종 표준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항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16 4 ‘
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과 항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 5 ‘
서관협력망의 총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
한국문헌번호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과 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ISBN ISSN .
문헌자동화목록 관련 업무(KORMARC) 34)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도,
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Ⅱ 35)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사업은 향후 정보화 추진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 만큼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 도서관계가 함께 참여하여 바람직한 정

33) 사서자격제도 개선의견서는 도서관운동연구회 홈페이지 내 공개자료실

http://www.libmove.or.kr/refer/upload/board.cgi?id=archives&page=&action=view&
에서 전자서명은 게시판number=24) , (http://www.libmove.or.kr/event/sign/ign.cgi?db=

에서 볼 수 있다librarian) .
34) http://www.nl.go.kr/main.php3?top=10&main=kormarc/kormarc.htm
35)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을 개발 완료하여 년 월(KOLAS ) 200 8 30『 Ⅱ 』

일 보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년 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개를 대상으로2000 9 381
설치환경이 완료된 도서관부터 를 보급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KOLASII . KOLAS II

를 만들어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상담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의 토론의 장Community ,
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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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표준화 정책과 결부하여 일선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

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공. ‘ ’
공도서관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적 기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대학이나 학교도서관 등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많은 도서관에서,
실제 도서관 운영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사회의 다양화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법적 기,
준에 기대지 말고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전문가의 자율적 기준이 사회에

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볼 때에는 모든 관종별로 최소한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기준

은 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서진흥시책3.5

문화관광부에서는 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독서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21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년 월부터 시작하여 연중캠페인으로 전국민 책읽1999 5 ‘
기 운동37)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는 국민들이 책읽기’ .
를 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세기 지21
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신지식인을 양성하고 제 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2 .
이 운동은 년 월 일 문화관광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시 대통령에게 건의1999 3 22
한 내용을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 ,
시민 단체 기업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각, , ,ㆍ ㆍ

계 시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토록 하고,
정부는 이들을 뒷받침하여 이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필요한

36)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종별로 새로운' '
도서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도서.
관전문단체의 기준은 큰 의의가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7) 공식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http://www.bookoo.co.kr/review/menu/campain/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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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책읽기 캠페인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부분의.
운동이 관 주도로 진행되어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인식하여

새로운 캠페인의 기본원칙을 자율성과 참여 개별적 주체성의 존중 그리고 지속, ,
성에 역점을 두면서 계층과 세대를 망라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책읽기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캠페.
인의 내용을 단순히 이벤트와 일과성 행사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개 주축분야3
로 구분하여 펼치되 분야 상호간 연계시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 (1)
효과적인 종합홍보 계획의 수립시행과 특별기획이벤트 개최 및 다양한 책읽(2)
기 참여의 장 마련 그리고 독서기반조성과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즉 책( ) , (3) .場

읽기를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체계적이며 지

속적인 복합캠페인으로 추진함으로써 캠페인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으.
나 그 추진경과가 초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의미나 구체적 행사내

용 성과 등이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물론 독서진흥은 도, .
서관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서관들도 독서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독

서활성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년 계속 실시한 전국 순회독서지도 및 좋은 책 보내1999, 2000 ‘
기38)와 같은 사업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들이 정부의 전국민 책읽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 ‘ ’
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 독서진흥은 물론 이를 통한 도서관발전의 전국적 지역,
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도서관정책에 있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3.6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은 역시 년 월 발표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2000 3 ‘
계획이다 이 계획은 년 월 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도서관이 국’ . 2000 2 1 “
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ㆍ

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마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 .
총사업규모가 년까지 년간 억원 국고 억 지방비 억 으로 도2002 3 3,068 ( 1,670 , 1,398 )
38)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개관을 선정하여 독서전문가들이 직9
접 지역을 방문 사서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활동을 전개하고 해당, ,
도서관에 좋은 읽을거리를 구입 비치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
지역 공공도서관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독서활동의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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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정책으로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서관계는 물론 많은 관련 산업체,
일선 행정기관 등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계획은 년부터 년까지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목표는2000 2002 3
년까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핵심적인 프로(1) 2002 (H/W)

그램 및 컨텐츠 확충에 주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S/W) (C/W) -
하여 추진하되 디지털 출판물 및 등 민간의 개발 성과와 역량 을 최, S/W ( )力量

대한 활용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2)
학교도서관 및 문고 는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文庫 39) 일자리가 대량으로(3)
창출되는 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 ,所藏

조속 추진 전자책 등 새로이 디지털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수집(4) (e-book)
및 서비스 기반 마련40)이다 년 이후 장기목표는 학교도서관 관. 2003 (1) (10,351 )
및 문고 관 정보화사업 확대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한 창의적인 인력 육(3,763 ) -
성 기반 마련 디지털도서관 운영 강화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수집 체(2) - ,
계화하여 가치있는 지식정보로 보존 활용 전문사서 에 의한 디지털, ( )專門司書ㆍ

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 전국 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 (據
역할 수행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디지털 도서관이 제공하는) (3) -點

고품질 지식정보 활용41)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이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지식정보자원.
을 확충하고 이를 손쉽게 획득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정보공유체계, ,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기존에 공공근로로DB
추진하던 정보화사업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억원의 예산을 반영 과학기술 학술연구 문화예305 , , ,
술 등 전략적 구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DB
다 전자출판 산업활성화에 억원 민간부문에서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확충에. 10 ,
필요한 정보제공산업 육성에 억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실질적200
인 집행력을 실어주고 있다42) 현장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39) 이 계획에서는 공공도서관 관 학교도서관 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 및381 , 215 ( )
우수문고 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160 .

40)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자료 쪽. ‘ ’ ( 2000.3.), 5
41) 위의 자료 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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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정보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기본이해가 지나치게 기술중심적

이고 행정적 편의나 외형적 성과를 우선한 것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할 만

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도서관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은 결국 도서관의 자원을 모든 국민들이 골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도서관 시스템이 그.
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서관 행정체계의 문제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지방자치. .
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간의 관계설정과 상호협력

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추진.
되려면 기존의 도서관 행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역시.
도서관 정보화는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많은 지식과 정보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수집하고 정리 보존 이용하도록 해 온 도서는 물론. , ,
다양한 유형의 매체들에 수록된 정보자원을 충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 정보화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국가와 도서관 각종 상업적 기관,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조만간 지식과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세기 또다21
시 지식식민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
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도서관들이 우리 자신의 지식과 정보자원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세번째로는 도서관 정보화를 직접.
추진할 일선 도서관들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직원들의 확보다 모든 정보화의 성.
패는 결국 유능한 전문가들의 활동성과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부실.
한 도서관 인력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서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

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관에 일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
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에게 충실한 도서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야말로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
과 정보를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용의 대중화

를 실현하는 핵심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42) 연합뉴스 년 월 일200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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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 도서관 정보화라는 명분하에 도서관에 컴퓨터 몇 대나 지원43)하는 것은

그 동안 독서실이었던 도서관을 이제는 방으로 만들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PC
책담당부서는 도서관 정보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귀중한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도서관정책을 위한 제언4.
한 나라의 문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가령 누구를 위한 문화정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
층 지역 등에 대해 문화향수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서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44)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문.
화정책의 한 부분인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정책의 대부분을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운영의 일부분에 대한. ,
제한적 지원 몇 가지의 이벤트적인 사업추진 등에 머무르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이나 집행의 사례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 예산배정이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문화관광부는 도서관정책 전담.
부서로서 도서관정책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국적인 도서관 상황을 광범위

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이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도서관정책을 수행

하는 일에 문화관광부의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정책의 이념 확립4.1

43) 이 경우에도 도서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하게 될 것이며 결정적으로 인터넷 전용성 확보,
는 개별 도서관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자칫 또다시 재정지원에 있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에도 도서관의 지역간 불균.
형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

어 정보화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많은 도서관에서 이러한 정보화 추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44) 김경욱 팔길이 원칙과 문화정책 민족예술 쪽, ‘ ’. 2000.11.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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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가가 지향하는 도서관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대부분 공공도서관과 일부 점자도서관. ,
문고에 국한되어 있는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명실상부 법에 명시된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서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년 초 발표. 2000
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과 같이 문화관광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
관련 부서나 일선 도서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보다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련 부서와의 협.
상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간혹 대학이나 학교도서관 정책은 교육부가 다른. ,
도서관들은 또 다른 행정부서가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서관정책은 오직 문화관광부의 업무영.
역이자 책임이다 나머지 부서들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
다45)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진다면 향후 도서관정책은 보다.
실질적이고 그 성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정책에 관계된 국가제도의 재정비4.2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서관정책에 관계된 두 가지 범주의 기구를 확고하게 형

성해야 한다 우선은 국가의 도서관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결정기구와 이.
를 집행하는 실무부서인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와 같이 문화관광부를.
결정기구로 해도 무방할 것이나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는 보다 상위의 기구에

서 도서관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집행기구는 현재의 도.
서관박물관과를 문화부 초기와 같이 최소한 독립적인 과 단위로 격상되어야 한

다 두번째는 정책입안에 필요한 각종 자문과 지원을 수행할 보조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미 폐지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다시 복원할 수 없다면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민관합동의 포럼과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46) 또한 정책에 필요한 각종 전문적 지원을 담당할 도서관행정 전

45) 이는 보건복지정책의 경우와도 같다 국민보건과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
지만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복지행정은 대학병원인 경우는 교육부도 관계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행정부서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대학병원이라도 보.
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에서도 그 운영주체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문화관광부 도서관정책의 영

향력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6)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심광현 사무국장은 제 회 문화정책포럼 에서 문1 (2000.11.10.)

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공개위원회로 문화정책개혁포럼 을 제안한 바 있다 이< > .
와 같은 도서관정책에 있어서도 상설로 정책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

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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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구소 설립과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자료를 상시적으로.
지원받고 정책입안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면 도서관정책

의 수준과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현황 파악4.3

정책입안에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훌륭한 통계는.
국가의 수준과도 직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해서.
도 우리나라 도서관 현황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세밀한 현황파악과 통계작업은

시급하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데 향후에는 나머지 관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거듭 지적하는 바이지만 관종 구분에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모든 관종을 정책대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백서형태로 발행하여 주요한 정책자료.
로 삼아야 한다 통계작성에 있어서는 일선 도서관의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
정하고 정리하여 통계작업 시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47)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협력을 통한 효율화 도모4.4 ,

도서관정책이 제대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도서관의 문제 가

운데서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도서관이라도 자관의 능력만으로는 요구되는, .
서비스에 만족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간 협력과 협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도서관을 통해서라도 균등한 그리고 만족도가 많은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업무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
하다 따라서 현재의 표준화 관련 정책과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개별 도서관들.
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관종과 공사.
립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개별 도서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정리업무.
의 자동화와 공동목록 체제 구축 자료의 분담수집과 상호대차의 활성화 각종의, ,
정보검색시스템의 공동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7)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용훈 한국의 도서관 통계. , ‘
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도서관 통계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 권 제 호; ’. 53 2 (1998『 』

여름 쪽), 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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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능의 전환4.5

그 동안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 일부 대출을 통한 열람 서비,
스와 함께 독서실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본기능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문화정.
책 패러다임이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제도 확립4.6

전문인력 확보는 도서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도서관 정.
보화의 전면적인 추진과 같은 정책은 결국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의 수용능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신규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기존 인력의 재교육 문제.
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민간 전문단체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협력하여 신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전면 개선하고 현장에서도 꾸준히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하면서도 적절한 재교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자격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서자격제도를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교육 문제는 현장 도서관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모든 전문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도 노력을 강화

해야 한다 현재 일부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등에서와 같이 인의 사서만. 1
있는 경우에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재교육 기관의 전국적인 분산이나 순회 또는 원격교육 전문부문 교육 프,
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보다 수월하게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민간 전문단체나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대안4.7

첫째는 일선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
우에는 여전히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기준을 재정비하고 중앙정부에

서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도서관 확충을 이끌어야 한다 점자도서관 등.
특수도서관 확충에도 노력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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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보다 현실적인 확.
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협력하여 모든 대학과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도서관 확충을 이끌어 낼 수, .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부족 문제와 함께 신규자료구입을 위한 예산부족 장서구성에 있어서의 문,
제점48) 등이 함께 검토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분담수서나 상호대차를, .
제도화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
부문별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이 긴밀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협,
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수집 보. ,
존 각급 도서관 지원 국제적인 협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전문, , , ,
사서직 연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관종의 도.
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전국적으로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

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도서관망을 구축해야 한다49).

셋째는 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도서관 인사제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도서관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가에 의한 운영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만.
큼 이의 전면적 시행이 절실하다 대학이나 학교도서관에서도 필요한 인력은 충.
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은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전문인력이 도서관의 핵심부문에 자리하거나 도서관 최상위

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50)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처우개선의.
경우에도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서자격수

당을 현실화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48) 이에 대해서는 김영기는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 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아(『 』

카데미 에서 지식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경로, 1999)
중의 하나이지만 도서관의 장서는 생산 수집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편향성을 띠게 되고 이것이 곧 지식 정보의 유통기관인 도서관의 본질을 흐

리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양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도서관 장서를 질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9) 주 참조21)
50)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사서직은 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4 .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관장을 급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사서직3
관장 배치의 법정신과 배치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서직은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별정직군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정책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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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도서관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현재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운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도서관정책에 따른.
재원이 크게 늘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의 내용도 건립비와 자료구입비 중심에서.
인건비 운영비도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 .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앙정부가 운영재정을 감당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대학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전체 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도서관 운영에 배정하도록 기

준을 제시하거나 평가와 지원방식51)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

다 또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기부금법안이나 도. '
서관기금'52) 마련 등 각종의 유인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재원 확보와 함께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보ㆍ

다 중요하다 따라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규정하고 실제 이러한 집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다양한 감리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경, .
우 전체적인 운영에산을 크게 늘여가면서 점차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비율이 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원칙도 개선되어야 한다.

51) 현재 문화관광부가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사업은1998
매우 성과있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들의 자발적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이와 같이 운영평가와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 .
하고 우수한 도서관에는 일정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52) 년 월 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개최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세미나2000 5 23 ‘ ’ ‘ ’
에서 국민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방안을 발표한 곽동철 교수 청주‘ ’ (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연 평균 자료구입비가 관당 천만) 1 5
원꼴로 이 금액으로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양질의 책과 자료를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이,
라고 지적하고 학술서적을 비롯한 양서들을 도서관에서 충실히 구입 비치 활용하기, , ,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증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재정을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가칭( )
도서관기금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 기금은 오랜 기간 행정기관을 성격이 굳어진 우< > .
리나라 도서관들을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시키는데 있어 큰 자극과 실제

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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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서5.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부서 관련 인력과 일선 도서관의,
현실과 운영인력 이용자는 물론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정책입안에,
서부터 실제 효과적인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 쉽지 않다 합리적이고.
유효한 도서관정책이 없이는 도서관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

의 질 향상과 좋은 문화향유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정책당국과 도서관계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히 발,
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람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앞으.
로 도서관계는 국가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정책입안과 집행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균형있게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그 동안에도 주요.
한 정책보고서들이 제출된 바 있지만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정책의 사,
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과거를 넘어서 세기 문화와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문화21
정책의 핵심적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정책은 수많은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도서관을 안정적 괘도에 올려 놓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도서.
관정책은 보편성 효율성 정체성 접근성과 함께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부서의, , ,
적절한 역할 모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이다 정부와 도서관계은 물론 도서관의 주체인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개.
발과 집행을 통해 세기 문화의 세기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국가차21 ,
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창출해 냄으로써 도서관을 국가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

의 질 향상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함< >

53) 주요한 정책보고서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작성한 도서관발전방안(1980),』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제출한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1987), 『

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관종별 발전방안이나 부분적인 정책제안도(1993), .』

끊임없이 제출되었다.



전자도서의 유형과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최 원 태*

목 차< >

초록< >
서론1.
연구의 목적1.1
전자도서의 정의와 특징1.2

전자도서의 유형 분석2.
개인용 컴퓨터2.1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방법2.1.1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방법2.1.2

개인휴대단말기2.2
전자도서 리더기2.3

전자도서의 표준화 및 기술3.
전자도서의 표준화3.1
개방형 전자도서 포럼3.1.1
(Open eBook Forum:OEBF)

개방형 전자도서3.1.2 (OEB)
전자도서의 식별 체계3.2
전자도서의 저작권 보호와 보안3.3
기술

저작권 보호3.3.1
보안과 복제 방지 기술3.3.2

미래의 전자도서 매체3.4
전자 잉크3.4.1
전자 재사용가능 종이3.4.2

전자도서의 유통 구조4.
전자도서의 포맷4.1
전자도서의 유통 및 서비스 과정4.2
전자도서의 접근성 및 가격 비교4.3

결론5.
참고문헌< >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자도서의 유형과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35

초 록< >

전자도서는 기계 가독 형태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네트웍으로 접근

되고 전자적으로 배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도서의 정의 특징 전자도서의, . , ,
유형별 분류를 통하여 전자도서의 현황과 구조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전자도서와 관련된 여러 이슈와 문제점 표준화 동향 식별 체제 저작권 보( , ,
호 보안 기술 미래의 매체 포맷 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자도서와 관련된 유, , , )
통 및 서비스 구조를 구분하였다.

<Abstracts>

The electronic book is a special computer file which contains the machine
readable data. The electronic book is accessed by networks and distributed to
many users electronically. This study provides a definition, characteristics,
present conditions, and structure of electronic book by style classification.
And related issues and problems(standarization, identification, copyright
protection, security, electronic ink, electronic reusable paper, format,
distribution, and service structure) is investigated.

서론1.
연구의 목적1.1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로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도서들은 광범위한 정보의 보

급과 지식전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컴퓨터의 보급.
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이 보편화 되어 가면서 방대한

양과 새로운 질의 다양한 정보유통이 인쇄매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전자도서의 출현을 가져왔다 전자도서는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도서와 유.
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정보가 컴퓨터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될 수 있다.
도서의 내용을 디지털화 하려는 노력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년 구텐베르. 1971
그 프로젝트에서는 텍스트를 전자 포맷하여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하(Gut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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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에는 전자도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도서들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고 전자도서 시장은 과열 경쟁을 부를 만큼 활성화되고 있,
다 전자도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년까지 억에 이를 것으로 산. “ , 2005 35
업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1) 앤더슨 컨설팅은 년까지 전자도서가 전체2005
도서 판매의 를 차지할 것이고 전자도서 판매의 은 종이 도서 판매를 줄10% , 1/3
일 것 으로 전망하였다” .2)
최근 의 표준화 방안은 표준화된 전자도서 모델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OEBF
것이고 전자도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다른 전자도서 장치들의 호환성을 가,
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도서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년 상반기에. 2000
생긴 국내 전자도서 관련 업체 수는 여 개이며 지난 월초 구성된20 , 9

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만 해도 개가 넘는다 최근에EBK(e-Book Korea) 50 .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도서 산업 활

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하는 산업협의회 를“e-Book ”
구성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전자도서의 정의 특징 전자도서의 유형별 분류를 통하여 전자, ,
도서의 유형별 현황과 구조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자도서와 관련.
된 여러 이슈와 문제점 표준화 동향 식별 체제 저작권 보호 보안 기술 미래의( , , , ,
매체 포맷 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자도서와 관련된 유통 및 서비스 구조를 구, )
분하였다.

전자도서의 정의와 특징1.2

전자도서는4) 기계 가독 형태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물리적 포맷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출판물 플로피 디스크 등 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CD-ROM, )
하여 저장된 온라인 출판물 웹사이트 파일 등 을 포함한다 전자도서는 원래 디( , ) .
지털인 형태 디지털 형태로 생산 출판물과 초기에는 다른 형태 인쇄 자료 사( ) ( ,

1) ContentGuard, Inc. Launches eBook Practice for Online Bookstores and Publishers.
[online]. [cited 2000.12.1].
<http://www.contentguard.com/press_ebook_082900.htm>

2) Latest News in Technology. [online]. [cited 2000.12.1].
<http://www.hldns.com/newsread.lasso?-token.a=prevnews>

3) 홍진석 전자책 산업협의회 출범 머니투데이 년 월 일. . . 2000 11 8 . [online]. [cited
2000.12.6.].
<http://www.moneytoday.co.kr/news/>

4) 전자도서 전자책 전자서적 북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 , , E , electronic book, e-book, eBook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도서를 이러한 용어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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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로 생산되었으나 이후에 디지털로 변환된 출판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자도) .
서는 개인용 컴퓨터 개인휴대단말기 전자도서 리더기 등, (PDA), (eBook Reader)
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다.
전자도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5)

장점< >

� 도서 가격과 출판 비용의 경제성 종이나 제본에 따른 제반비용이 들지 않-
아 출판 비용이 저렴하고 온라인 구입시 운송료 수수료가 없어 인쇄된 도서, ,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며 재고 절판 반품에 따른 부담이 없어 작가들의, , ,
창작 및 출판을 활성화함

� 검색이 간편 사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책을 읽는 중간에 본문 안의 키워-
드를 클릭함으로써 용어 정의 참고자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음, ,

� 이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는 읽기 편하게 자유자재로 스크린 크기 글자 크- ,
기 글꼴을 조절할 수 있으며 책갈피 밑줄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후, , , , ,
광조명 이 가능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읽기가 가능(backlighting)

� 도서의 유용성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 집 편의점 키오스크 등 에- ( , , )
서나 쉽게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또한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의 일부. , , ,
내용만 구독할 수 있으며 전자도서 포맷으로 된 참고 자료들은 쉽게 갱신됨,

� 멀티미디어 출판 음악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컨텐츠를 즐길 수- ,
있으며 전자 도서들 간의 하이퍼링크가 가능,

�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존 종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나무-
를 절약하고 잉크 물감 염료 채색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오염과 배송으로, , ( ),
인한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음

� 기타 전자도서 리더기에 많은 분량의 도서를 저장할 수 있어 부피와 무게-
를 줄일 수 있으므로 휴대가 용이함

5) All about eBooks. [online]. [cited 2000.11.27]. <http://aalbc.com/ebooks/Allaboutebooks.
pdf> Gibbons, Susan. 2000. Electronic Book Evaluation Project. [online]. [cited
2000.12.1].
<http://www.rrlc.org/ebook/pros.htm>
Cribsheet on Electronic Books (eBooks). [online]. [cited 2000.12.3].
<http://www.rcls.org/ebookcri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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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내구성이 약함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리더기가 손상될 수 있고 바이러스- ,
감염이나 컴퓨터의 손상으로 인해 디지털 포맷의 계속적인 유지가 어려움

� 가독성 장시간 스크린 상에서 읽는 것은 눈을 편하게 하지 않음-
� 판독 도구 전자도서를 읽기 위한 판독 도구가 필요함 판독도구를 사기 위- .
한 가격 부담이 있음

� 표준화 결여 현재에는 파일 및 리더기 간에 호환할 수 있는 포맷이 없어-
하나의 도구로서 다른 도구에서 제공되는 전자도서를 읽을 수 없음

� 리더기 포맷간의 과다 경쟁 리더기와 포맷들 간의 독점 경쟁이 치열함, -
� 기타 현재 저작권 보호 도서관 소유 등의 유통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 보유- ,

전자도서의 유형 분석2.
전자도서는 출판에 사용되는 매체의 종류 표현방법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 ,
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 텍스트 을 담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읽는 방. ( )
법에 따라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용 컴퓨터-
개인휴대단말기-
전자도서 리더기-

개인용 컴퓨터2.1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도서를 읽는 방법이다 전자도서를 읽.
기 위해서는 netLibrary6), ebrary7)와 같은 컨텐츠 제공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리

더8) 글래스북 리더, 9) 어도비 애크로뱃 리더, 10)와 같은 전자도서를 읽기 위한 소
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전자도서를 읽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를.

6) netLibrary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netlibrary.com>
7) ebrary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ebrary.com>
8) Microsoft reader with cleartyp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microsoft.com/READER>

9) Glassbook Reader.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glassbook.com/products/reader.htm>

10) Adobe Web Buy.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webbuy/main.html>



전자도서의 유형과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39

이용하여 읽는 방법과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읽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방법2.1.1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

도서를 읽는 방법이다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전자도서 제공 사이트< 1>

구 분 명 칭 URL

상업용 사이트 netLibrary http://www.netlibrary.com/
Versabooks http://www.ebookcity.com/
Ibooks http://www.ibooks.com/
Questia http://www.questia.com/
FatBrain's MightyWords http://www.mightywords.com/
Books 24X7 http://www.books24x7.com/
ITKnowledge http://www.itknowledge.com/

무료 사이트 Project Gutenberg http://www.gutenberg.org/
On-Line Books Page http://digital.library.upenn.edu/books/
IPL Online Texts Page http://www.ipl.org/reading/books/
Bartleby.com http://www.bartleby.com/
The Naked Word http://www.crosswinds.net/~freeeboo

ks/naked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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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방법2.1.2

전용 소프트웨어는 검색 텍스트 확대 및 축소 하이라이팅 북 마크 주석 기, , , ,
능 사전 참조 보안 텍스트 회전 두 페이지 보여주기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 , , ,
써 이용자가 전자도서를 읽는 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리더. ,
글래스북 리더 어도비 애크로뱃 리더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인터넷 웹 상에서,
타이틀이나 암호화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나 포켓 에서 읽을 수PC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북닷컴11) 한국전자책, 12) 에이포미디어, 13) 와이즈북닷,
컴14) 에버북닷컴, 15) 등의 업체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북닷.
컴은 텍스트 기반의 메이커를 이용해 확장명이 인 전자책 컨텐PBK, PBL PBK
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바로북 라는 뷰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한국전자99 .
북은 표준에 기반한 솔루션 엑스빌더 을 개발하였다 이키온XML ( 1.0) . 16)은 자체
솔루션인 스튜디오 을 활용해 방송통신대 교재의 전자문서화 작업을 시작‘ 2000’
하였다 와이즈북 에버북닷컴 드림북. , , 17) 등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로 전자도서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사도 컨텐츠 제작 도구와 리더를 한글화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 퍼펙트 워드를 로 전환하는. Quark, , MS XML
컨버팅 도구인 리더웍스 와 이미 윈도우 에는 기본 탑재MS (leaderworks) CE 3.0
돼 있는 리더기의 한글버전을 컨텐츠 제작업체와 서비스 업체에 무료로 공MS
급한다는 전략이다 어도비도 기존의 어도비 아크로뱃을 전자책에 맞게 변환한.

머천트PDF 18) 한글 버전을 년 월에 출시할 계획이다2001 3 .

11) 바로북 홈 페이지. ( ). [online]. [cited 2000.12.1]. <http://www.barobook.com>
12) 한국전자북 홈 페이지. ( ). [online]. [cited 2000.12.1]. <http://www.hiebook.com>
13) 에어포미디어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onbook.co.kr>
14) 와이즈북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wisebook.com/wisebook/main.asp>

15) 에버북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everbook.com>
16) 이키온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echyon.com/>
17) 드림북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dreambook.dreamwiz.com/>
18) 머천트는 문서 전체를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변환해 텍스트 검색이나 메모PDF PDF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던 아크로뱃의 단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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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용 소프트웨어의 특징 비교< 2>

Microsoft Reader Adobe Acrobat Reader Glassbook Reader

제조사 Microsoft Adobe Glassbook
포맷 XML PDF PDF, HTML

� 클리어 타입 폰트

� 번역기능

� 스크린LCD
� 북마크

� 하이라이팅

� 주석

� 사전 내장

� 탄력적인 복제 보호

시스템

� 데스크탑, Pocket
PC, PDA
플랫폼용으로 사용

� 검색 기능

� 북마크

� 텍스트와 확대 축소/
기능

� 약 권의 전자도서를3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어도비 머천트PDF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출판된 모든

디지털 컨텐츠 제공

� 파일 암호화함PDF

� 검색 기능

� 북마크

� 맥킨토시 리눅스/
버전에서 운영 가능

� 텍스트 확대 기능

� 출판사가 허가한

도서에 대해

일부분을

프린트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

URL

www.microsoft.com
/reader

www.adobe.com
/products/acrobat
/webbuy/main.html

www.glassbook.com
/products/reader/htm

개인휴대단말기2.2

개인휴대단말기 는 전자도서를 디스플레이(PDAs; Portable Digital Assistants)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웹 브라우저 주소록 스케쥴러 등의 기능이, , ,
내장되어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Palm Pilot19) 의, Franklin
eBookman20) 의, Sharp Sharp Electronic Organizers21) 의, Hewlett-Packard
Jornanda 540 series22) 의, Compaq iPAQ23) 의, Casio Cassiopeia E-12524), 3com

19) Palm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palmpilot.3com.com>
20) eBookman.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franklin.com/ebookman/default.asp>

21) Sharp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sharp-usa.com>
22) HP Jornada 540 serie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hp.com/jornada/products/540/>

23) Compaq Handhelds Hom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compaq.com/products/handh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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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rgo25), WebPAD26), Qubit27) 의, Monec Voyager28) 등이 있다.
은 시장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이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Palm PDA .

도하고 있는 포켓 의 경우 에서 단말기를PC Hewlett-Packard, Compaq, Casio
생산하고 있으며 윈도우 에서 운영된다 이 경우 전자도서를 읽기 위한CE 3.0 .
전용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리더29)와 리더를 사용해야 한다Peanut .
우리 나라에서는 세스컴의 PMC30) 제이텔의 셀빅, XG31) 싸이버뱅크의 싸이,
버드32) 지메이트의 요피, (Yopy)33) 엠플러스텍, 34) 등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컨텐츠 제공업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5)

24) Casio Pocket PC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casio.com/personalpcs/section.cgi/>

25) ergo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ergo.3com.com/ergo/html/homepage.htm>

26) National semiconductor personal access device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national.com/appinfo/solutions/0,2062,386,00.html>

27) Qubit bringing technology home. [online]. [cited 2000.11.27]. < http://www.qubit.net>
28) Voyager. [online]. [cited 2000.12.1]. <http://www.monec.com/voyager.html>
29) 마이크로소프트 리더 소프트웨어는 포켓 와 데스크탑 컴퓨터의 플랫폼 상에서 사용PC

된다 데스크탑 버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버전은 마이크로소프. , Pocket PC
트의 클리어타입 기술을 이용 칼라 스크린상에서 흑백의 텍스트를 선(ClearType) , LCD
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30) 세스컴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palmpc.co.kr>
31) 제이텔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jtel.co.kr>
32) 싸이버뱅크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cb.co.kr/korean/index.asp>

33) 지메이트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http://www.gmate.co.kr/korean/main-frame.htm>

34) 엠플러스텍 홈 페이지( ). [online]. [cited 2000.12.5.]. <www.mplustech.com>
35) 동아일보 국내 시장 내년 폭발적 성장 예고 년 월 일. PDA , . 200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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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품의 비교< 3> PDA

Palm Pilot(Palm m100) eBookman(EBM-900)
Pocket PC

(iPAQ H3600)

크 기 4.66" × 3.12" × 72" 5.17" × 3.39" × 0.67" 5.11" × 3.28" × 0.62"
무게(g) 125 185 179
메모리 2MB 8MB 32MB
운영체계 Palm OS v3.5 운영시스템eBookMan

1.0
을 위한Pocket PC 2000

윈도우MS
스크린 LCD with backlight 240×200 pixel LCD 비트 컬러12- TFT

LCD
시스템

사양

� 흑백IBM 486 PC
이상의 윈도우

95/98/2000/NT 4.0,
� 맥킨토시

가PowerPC OS7.5.3
� 시리얼 포트 (USB,
맥킨토시 시리얼)

� 의 하드30MB
디스크 공간

� 램 윈도우용16MB ( ),
램 윈도우64MB (
용2000 ),
맥킨토시용6MB( ),

드라이브CD-ROM

� 흑백IBM 486 PC
이상

� 256 color VGA
모니터

� 윈도우98/2000/NT
4.0

� 리얼 포트, USB
� 의 하드 디스크0MB
공간

� 램32MB
� 마이크로 소프트

익스플로러 이상4.0
또는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4.02
이상

� 윈도우 CE 3.0
이상

� 시리얼 포트, USB
� 32MB/64MB CF
카드

� 56K CompactFlash
팩스 모뎀

� WL100 11Mbps
무선 카드Lan PC

특징 � 달력

� 주소록

� 메모패드

� 노트패드

� 시계

� 계산기

� 오디오북 플레이어

� 뮤직 플레이어

� 달력

� 주소록

� 메모패드

� 계산기

�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 주소록

� 달력

� 워드 엑셀 아웃룩, , ,
인터넷 익스플로러

� Inbox
가격 $149 $130 $499
URL palmpilot.3com.com

/products/palmm100/
www.franklin.com
/ebookman
/ebm-901.asp

www.compaq.com
/products/handhelds/
pocketpc/H3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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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 리더기2.3

전자도서 리더기는 전자도서만을 읽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휴대용 단말기를

말한다 초창기의 선두 주자격인 리더기들은 리더. Rocket eBook, SoftBook ,
리더 과 같은 것으로 전자도서 전용 단말기에 불Everybook , Millennium Ebook

과했지만 최근 출시되고 있는 리더기들은 계산기 노트패드 웹 브라우징 등과, ,
같은 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PDA ..

년 월 일 도서전에서 의2000 9 24 “New York is Book County” NovoMedia
과 의 리더가 의Rocket eBook SoftBook Press SoftBook RCA “REB1100”36)과

“REB1200”37) 이라는 기종으로 대치되었다 는 와. RCA NovoMedia SoftBook
의 모회사인 와 계약을 체결한 의 자회사로Press Gemstar Thomson Direct ,
는 년 안에 두 개의 시스템 합병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만Gemstar 2001 REB ,

들어 제작 비용 과다한 판촉 경쟁 인터넷 접속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 ,
다.38) 이로 인해 과 리더는 전자도서 타이틀이나 포맷의Rocket eBook SoftBook
상호 호환이 가능해 졌으며 이 두 제품을 사용했던 독자들 또한 광범위하게 전,
자도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이외에도REB GoReader39), Cytale’s Cybook40)과 같은 차세대 주자들
이 전자도서 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리더나. Everybook

의 과 같은 초창기 시장에 나왔던 리더기들은 생산 계Librius Millennium Ebook
획을 취소하고 있다 이는 리더기 판매 수익에 비해 리더기 시장의 과열 경쟁과.
미래의 리더기 존재 여부를 우려한 전자도서 리더기 시장의 비관적인 면을 보여

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많은 관련 회사들이 미래의 전자도서 리더.
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와 기술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은 현재 전자도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도서 리더기들을 분석한 표이다.
표 를 통해서 보면 과거의 전자도서 전용 단말기에다 가 갖고 있는 기< 4> PDA
능인 계산기 달력 노트패드 웹 브라우징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반면, , , ,

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이는 전자도서가 보다 더 대중들에게 다가PDA .

36) REB 1100 eSSENTIAL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ebook-gemstar.com/ebookrdrs/reb1100.asp>

37) REB 1200 eSSENTIAL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ebook-gemstar.com/ebookrdrs/reb1200.asp>

38) Quan, Margaret, 2000. “Lighter, cheaper e-book systems on way,” EE Times.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techweb.com/wire/story/TW1320001017S0012>

39) goReader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goreader.com/>
40) CYTALE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cyt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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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전자도서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전자북 이키온, ,
맥시스템 해커패커스 등으로서 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2001 . 5
인치 정도의 와 웹브라우저 간단한 전자수첩 기능 등을 지원한다LCD , , MP3 .

표 전자도서 리더기 비교< 4>

REB 1100 REB 1200 goReader Cytale's Cybook

제조사 RCA RCA goReader Cytale
무게(g) 482 936 2400 1000
메모리

페이지8MB (8,000 )
컨텐츠와8MB (

텍스트가 칼라가

섞인 페이지5,000 )
권의 텍스트150 페이지20,000

베터리

수명
시간15 35～ 시간6 12～ 시간5 시간5

스크린 흑백4,75" X 3"
터치STN LCD

스크린

컬러8.5" LCD
터치 스크린

컬러7.3" X 9.7"
스크린

컬러10" LCD
스크린

시스템

사양

� 모뎀33.6K
� 포트USB
� IrDA1.0

� 모뎀56K
� ethernet port
� 케이블 모뎀

� DSL Line

� 포트USB
� 5 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32 MB DRAM

� 모뎀56K

포멧 HTML, XML HTML, XML XML XML
특징 � 밑줄,

하이라이팅,
주석 북마크,

�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웹스터 사전

내장

� 의Rocket eBook
차세대

� 밑줄,
하이라이팅,
주석 북마크,

�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SoftBook
리더의 차세대

� 밑줄,
하이라이팅,
주석 북마크,

�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계산기,
노트패드 달력,
내장

� 밑줄,
하이라이팅,
주석 북마크,

� 글자 크기 조절

가능

가격 $299 $699 미정 세금 별도$600( )
URL www.ebook-gems

tar.com
www.ebook-gems
tar.com

www.goReader.co
m

www.cyt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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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의 표준화 및 기술3.
전자도서의 표준화3.1

개방형 전자도서 포럼3.1.1 (Open eBook Forum : OEBF)

년 월 미국에서는 전자도서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1998 10 Electronic
이 의 후원으로Book ’98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게티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여. Electronic Book ’98
러 출판업체들이 전자도서 진영에 합류했는데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자도서 파일 및 형식 구조를 위한 개방형 전자도서 표준 “Open eBook(OEB)”
과 전자도서의 텍스트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 클리어타입

을 발표했다(ClearType) .
는 전자 출판물의 국제적인 표준안 채택과 전자 출판과 관련된 이슈 표OEBF ,

준화 기술을 토의하기 위한 포럼 제공을 목적으로 년 월에 결성되었다, 2000 1 .
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는 출판물 구조 명세서의 생산으로 현재OEBF OEB

Process Working Group, Digital Rights Management Strategy, Publication
의 개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Structure 3 .41)

그림 의 업무 흐름도< 1> OEBF

41) Activities of the Open eBook Forum. [online]. [cited 2000.12.1].
<http://www.openebook.org/activities.htm#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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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역사< 5> OEBF

날짜 주요 내용

1998. 10. 제 회 가 제 회 전자도서 회의에서1 The Open eBook initiative 1
결성됨.

1999. 9 에서 발표Open eBook Authoring Group OEB 1.0
2000. 1. 전자도서의 성공적인 채택과 표준안의 생성과 보존을 위하여 Open

결성eBook Forum (OEBF)

개방형 전자도서3.1.2 (OEB)

년 월 는 개방형 전자도서 출판물 구조1999 9 Open eBook Authoring Group
명세서의 버전 을 발표하였다 이 명세(Open eBook Publication Structure) 1.0 .

서는 인쇄된 형태로부터 전자 형태로 변환될 때의 포맷과 내용을 정의한다 개.
방형 전자도서 출판물 구조의 목적은 전자 도서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 명세서는 컨텐츠 제공자 출판사 디스플레이되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
개인 및 조직 와 도구 제공자에게 다양한 전자도서 플랫폼에서 전자 컨텐츠의)
충실성 정확성 접근성 표현성을 보장하는 최소 및 공통의 안내지침을 제공하, , ,
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명세서는 전자도서 컨텐츠 업체 출판사 대리인 저. ( , ,
자 등 에게 다수의 독서 시스템 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reading system) ,
독서 시스템들이 다양한 타이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확정된 컨텐츠 포

맷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 명세서는 웹에서 정의된 핵심 언어인. HTML
과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출판사와 작가들이 그들의 자료를 한가지XML
의 포맷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는 과 를 기반으로 전자도서 컨텐츠의 포맷을 규정하고 있으OEB HTML XML
며 웹 페이지 및 문서를 전자도서 장치로 간단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고안

됐다 구체적으로 은 기본 와 확장 의 두 가지 포맷으로 나눌. OEB 1.0 OEB OEB
수 있다 전자는 과 로 구현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등 단순한. HTML XML OEB
요소 요소 속성 속성 값을 담아 전자출판을 실현시키고 후자는 기본 기, , , OEB
능에 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요소를 지원하게 된다CSS(Cascading Style Sheet) .
또한 은 전자도서에 쓰이는 이미지는 혹은 포맷을 표준화하OEB 1.0 PNG JPEG
고 컨텐츠는 웹 페이지 및 문서를 전자도서 장치로 간단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
게끔 를 사용하는 파일 형태로 압축하며 파일을 핸들링할 자바 클LZW ZIP ,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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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와 를 포함한 자바기술을 이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PKWARE .42)

전자도서의 식별 체계3.2

전자도서의 접근 유통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 ,
털 객체의 구분 및 방법론이 필요하다 종이로 된 도서나 잡지의 경우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구조로서 등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웹에ISSN, ISBN .
서는 을 이용하여 디지털 객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은 디지털 정보가URL , URL
새로운 장소 및 서버로 옮기는 경우 변화하게 되며 전의 은 소용이 없게URL
된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인터넷 장소의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는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N(Uniform Resource Name),
의URL(Uniform Resource Locators), URC(Uniform Resource Characteristics)

요소로 구성되며 아직까지 표준화된 는 나타나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고 있지 않다 인터넷의 에서는 표준. Uniform Resource Names Working Group
화된 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도서관이 아카이브한URN .
디지털 정보에 대해 영원히 구분 가능한 이름을 국가서지번호(National

에 기초하여 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Bibliography Numbers) URN .
을 이용하여 소규모 혹은 비상업적인 출판사가 그들의 사이트에 존재하는 출판

물에 대하여 생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RN .43)
이외에도 디지털 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이 실제 구현되어 사

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핸들 시스템. (Handle System), DOI(Digital
등이 있다Object Identifier), PURL(Persistent URL) .44) 전자도서의 경우 에DOI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출판협회와 이 개발한 는 전자도서에. CNRI DOI
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하는 고유 번호를 부착함으로써 디지털 객체를 식별한다.
현재 웹에서 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르나 미래에 어떠한 시스URN

42) Renear, Allen, Steven DeRose. 1999. “Electronic book content representation
stardards,” CH199 Workshop : Designig electronic books, May 16-17. [online]. [cited
2000.11.27]. <http://www.fxpal.com/chi99deb/>

43) URN creation tool, Nordic Metadata Project. Help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1]. <http://www.lub.lu.se/metadata/URN-help.html>

44)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The Handle System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1]. <http://www.handle.net/index.html>International DOI
Foundation. 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System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1]. <http://www.doi.org>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PURL (home
page). [online]. [cited 2000.11.1]. <http://purl.ocl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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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표준화되서 사용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자도서의 저작권 보호와 보안 기술3.3

저작권 보호3.3.1

카피라이트 와 카피레프트 는 전 세계 지식 정보 산업계의(copyright) (copyleft)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패러다임이다 카피라이트는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어기술을 개발하고 강력한 디지털 저작권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외형적으로는 저.
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일부 강대국들이 정보

독점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고착화하려는 경제적 패권주의가 숨어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식정보사회 정보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라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 는“ .”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전자도서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보장되고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작권자의. ,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자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저작권

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전자도서의 경우 종이도서에. ,
비해 복사와 편집이 쉽고 원본과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복사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복사를 통한 유통의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이용자가 외부에서 전자도서의 자유로운 원격. ,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해 원하는 목적에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의 확

립이 필요하다.

보안과 복제 방지 기술3.3.2

전자도서 유통의 경우 데이터의 보안 장치가 풀리고 데이터가 복제되고 유통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복사본이 인터넷을 통해 불.
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대량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전자도서의 불법 복사본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 워터마킹, DOI

파일 암호화 등과 같은 기술이다 워터마킹은 파일에(Digital Object Identifier), .
상표 등록 같은 것을 숨겨두고 원본임을 증명할 때 추출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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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도서의 모든 요소에 를 부여하고 새로 편집해 사용하더라도 원DOI DOI
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파일 암호화는 업체가 자체적인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여 암호화 과정을 거친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
들은 복사본이 이미 유통된 다음에 원본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므로 복사

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도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기술적으로 보호

해주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45)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수닷컴 드림인테크 마크애니 에스넷시스템즈 등은 디지. , , ,
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는 물론 인증과 지불 결재까지 가능한 솔루션, DRM
을 개발해 출시하는가 하면 시장 점유를 위해 국내 전자도서 지불 결재 전문업, ,
체들과 활발한 제휴를 맺고 있다.
전자도서 리더기의 보안 기술은 하드웨어 자체에서 통제하므로 보안성은 비교

적 높다 각 하드웨어에 고유의 칩이나 시리얼 넘버 카드를 사용하고 그 하드웨. ,
어를 통해서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법 복제의 원천 봉쇄가 가능하

다 예를 들어 전자도서 리더기는 복잡한 암호 체계를 적용하여 각각 다른 암호.
를 부여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배달된 전자도서는 각각 다른 암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한 권의 암호를 풀더라도 다른 책은 읽을 수 없으며 자신의

전자도서 리더기에서만 읽을 수 있다.

미래의 전자도서 매체3.4

전자 잉크3.4.1

전자 잉크는 미디어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전자잉크는 여러 유형MIT .
의 표면에 인쇄될 수 있는 액체로 액체 내에는 수 백 만개의 작은 마이크로캡,
슐과 어두운 색깔에 매달린 흰색 입자를 갖고 있다 전기 자장이 적용될 때 흰.
색 입자는 마이크로캡슐 한쪽 끝으로 움직여서 보이게 된다 이것이 그 지점에.
서 표면이 하얗게 보이게 만든다 반대 전기 자장은 입자를 마이크로캡슐의 다.
른 쪽 끝으로 당기게 되어서 빛깔에 의하여 숨겨진다 이것이 그 지점에서 표면.
을 어둡게 보이게 만든다 이와 같이 수 백 만개의 마이크로캡슐이 모여서 문자. ,
그림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46)

45) 은 전자도서 등의 각종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인증 지DRM , MP3, PDF , ,
불 결제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

46) E Ink. (home page). [online]. [cited 2000.12.1]. <http://www.e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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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와 잉크사는 시험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에E .
공개된 전자잉크는 루슨트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실리콘 칩으로 만든 플라스틱

종이 위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액체화된 전자잉크가 그 위에 글자나 그림을 표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액정화면 두께의 분의 밖(LCD) 3 1
에 안되지만 선명도는 이보다 몇 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잉크사는. E "2003
년이면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이라며 늦어도 년 후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 5
된다 고 말했다 전자잉크는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며 상업화될 경우 보다” .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를 하거나 광고문안 책 등을 만들 수 있다, .47)

전자 재사용가능 종이3.4.2

전자 재사용가능 종이는 제록스의 에서 발Palo Alto Research Center(PARC)
명된 이라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수백만의 작Gyriton .
은 방울이 분산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의 얇은 층이다 방울은 대조되는 색.
깔 검정과 흰색 두 개의 충전된 반구를 갖고 있다 종이에 적용되는 전기 충전( ) .
에 기초해서 방울은 검정 혹은 흰색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며 페이지에 텍스트를

생성한다 재사용 가능한 종이는 수천번 재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48)

47) E INK AND LUCENT TECHNOLOGIES DEMONSTRATE WORLD'S FIRST
FLEXIBLE ELECTRONIC INK DISPLAY WITH PLASTIC TRANSISTORS.
[online]. [cited 2000.12.1].

매일경제신문 전자잉크 년내 현<http://www.eink.com/company/hotnews.shtml> . 2000. " 3
실화 루슨트 잉크 모델 공개 년 월 일... -e , ," 2000 11 27 .

48) Electronic Reusable Paper. [online]. [cited 2000.12.1].
<http://www.parc.xerox.com/dhl/projects/gyr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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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의 유통 구조4.
전자도서의 포맷4.1

전자도서 포맷의 표준이란 전자도서 파일이 포맷되는 형식을 정의한 표준화된

방법론 및 규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도서의 대표적인.
포맷은 크게 로 나눌 수 있다 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HTML, PDF, XML . HTML
수 있고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읽을 수 있는 반면 표현의 한계를 갖고,
있고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다 는 어도비 애크로뱃 리더를 통해 읽을 수 있, . PDF
으며 에 비해 자체 보안이 가능하며 원본과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을 할, HTML ,
수 있다 리더기의 무료 배포와 광범위한 시장 점유로 인해 이용자들이 가장 접.
근하기 쉬운 포맷이지만 편집이 어렵고 개발 업체의 독점적 기술로 인해 다른, ,
하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은 이. XML HTML
나 에 비해 컨텐츠와 레이아웃의 분리가 가능하며 텍스트를 구조화할 수PDF ,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중이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에서는 방식을 전자도서의 표준 포맷으로 채택했다 은 웹에OEBF XML . XML
맞춰 고안된 컨텐츠를 구조화하는 도구이므로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은 자동으로 텍스트를 구조화하므로 특별한 레이아웃 기술이 필. XML
요없다 따라서 앞으로 에 연계된 가 업계의 표준화 방식으로 성공할. XML OEB
가능성이 크다 얼마전 스티븐의 소설이 해킹되었지만 는 보안이 필요한 전. PDF
자상거래에서 검증된 기술이며 대부분의 출판 관련 업체들이 즉시 전자도서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표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어도비사에서도.

년에는 어도비의 모든 제품이 을 지원할 예정이다2001 XML .49)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었다 한국전자북의 엑스빌더 은. 1.0
이나 문서를 로 변환하는 변환 도구 편집 도구 북Quark HWP XML X-it, Xedi,

메이커 하이북리더 등을 포함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50) 한글과컴퓨터에서는 전자
문서의 파일로의 자동변환 텍스트 추출 를 이용한 및 텍스트PDF , , OCR PDF
일괄 변환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1) 워드씨피엘은 전자도

서를 파일형태로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사이버공간에 마련된 개인서재에서 클릭

한번으로 곧바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및 기술을 응용한JAVA XML

49) 문병도 인터뷰 그레이엄프리먼 어도비 총괄부사장 한국일보 년 월 일. 2000. [ ] . . 2000 11 16 .
50) 한국전자북 홈 페이지. ( ). [online]. [cited 2000.12.1]. <http://www.hiebook.com>.
51) PDF Converting Center. [online]. [cited 2000.12.4]. <http://pdf.haan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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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의 솔루션인 다이나폴리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2)
전자도서에 있어서 구조 및 포맷의 표준화는 중요하다 최근 표준화된 포맷을.
둘러싸고 의 과 어도비사의 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향후 논OEBF XML PDF ,
의되는 전자도서의 포맷에 따라서 전자도서 관련 업체들의 개발 방향이 크게 달

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 전자도서의 포맷 구조< 6>

포맷 종류 사용 현황

XML SoftBook, Rocket eBook, Microsoft Reader,
의 한국전자북Cytale Cybook,

PDF Glassbook software, EveryBook Reader
HTML Classic Bookshelf.com, On-line Books page
ASCII Project Gutenberg
RTF
(Rich Text Format) Hard Shell Word Factory

전자도서의 유통 및 서비스 과정4.2

전자도서의 유통과 서비스 구조는 크게 전자도서 제작업과 유통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도서 제작자는 출판물 컨텐츠 등을 가공 처리하여 전자도서를 제. ,
작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도서 제작자는 전자도서를 직접 제공하는.
제공자 저자 대리인 출판사 전문 전자도서 출판사 등 와 전자도서 솔루션 업체( , , , )
전자도서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자 로 구분된다 전자도서 유통업자는( , ) .
온라인으로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업자와 오프라인으로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자로 구분된다.
전자도서의 이용자 집단은 개인 도서관 기업 등의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지, ,
며 다양한 정보 요구 및 활용 분야를 갖고 있다 이용자는 인터넷 등의 유선 네.
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도서를 구입할 수 있, ,
으며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전자도서 리더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 PDA,
도서를 읽을 수 있다.

52) 홍진석 전자책 실시간 열람 기술 등장 머니투데이 년 월 일. . . 2000 11 27 . [online]. [cited
2000.12.6.]. <http://www.moneytoda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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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도서의 유통 및 서비스 구조< 2>

전자도서의 접근성 및 가격 비교4.3

인쇄도서와 전자도서는 서로 다른 특징과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표 에서. < 7>
보면 인쇄도서는 전자도서 웹 브라우저 전용 소프트웨어 개인휴대단말기 전자( , , ,
도서 리더기 에 비해 접근 대상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접근 비용이 저렴하)
다 하지만 접근 속도가 느리고 권당 가격이 고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자도. , .
서는 접근 대상이 소설 비소설류나 학술도서 교과서에 치우쳐 있고 접근에 필/ , ,
요한 하드웨어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용이 들지만 권당 가격이 저렴하고 접,
근 속도가 빠르며 타이틀 간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
표 은 전자도서의 유형별 가격 비교이다 개인컴퓨터 개인휴대단말기 전< 8> . , ,

자도서 리더기의 인터넷 접속료나 컴퓨터 가격 소프트웨어 가격은 거의 비슷해,
서 전체가격은 리더기 가격에 좌우되고 있고 개인휴대단말기에 비해 개인컴퓨터

나 전자도서 리더기의 가격이 저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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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자도서의 접근성 비교 분석< 7> 53)

매체
엑세스
대상

엑세
스
속도

엑세스 비용
최초판매권
또는 엑세스
허용범위

검색
범위

스크
린상
의
독서

복사 또는
인쇄

이동성
(Mobility)

제품

인쇄
도서

모두
인쇄되(
지 않는
전자텍스
트 제외)

느림
서점(
또는
우편)

한 권당$5-$10( ) 완전한
최초판매권

목차 색/
인

뛰어
남

펜이나
복사기로
가능

이동 가능 인쇄
도서

전자
도서
리더
기

인기있는
소설 비/
소설

빠름
웹(
또는
모뎀)

하드웨어 :
$15-$700

한권당$0-$50( )
인터넷 접속을
위한 필요PC

이용자들은
텍스트를
구입하지만
완전한
최초판매권을
갖지 않음

개별적
인
타이틀
에 대한
키워드
검색

매우
좋음

일부 이동 가능
무게( = 150-400
페이지 하드표지( ))

REB
1100
REB

등1200

PDA

" " 하드웨어:
$130-$600

한권당$0-$50( )
인터넷 접속을
위한 필요PC

" " " " 이동 가능
무게 종이표지( = )

Palm
Piots,
eBookma
n,
Pocket
PCs

soft
ware

" " 하드웨어: $600
이상

한 권당$0-$50( )
Adobe

모두Acrobat-
허용

일Glassbook-
부만 허용

" 뛰어
남

이용자들은
텍스트를
구입하지만
완전한
최초판매권
을 갖지
않음

를 사용할 경우PC
하나의 spot,
텍스트를 랩탑에서
다운 받은 때 이동
가능

Adobe
Acrobat
Glassboo
k

웹
브라
우저

고전
소설 비/
소설

" 하드웨어 :
이상$600

최초판매권 " 훌륭
함

가능 인터넷과 연결된
는 이동이 안됨PC ,

무선의 휴대용 웹
브라우저는
부분적으로 이동
가능 텍스트가,

에 다운되었을PDA
때 이동 가능

Project
Gutenber
g
On-line
Books
Page

net
Libr
ary

학술도서
교과서, ,
인기도서

" 하드웨어: $600
이상

한권당$0-$50( )
진행 엑세스
비용

엑세스는
허용되지만
대출이
제한되며
전자도서
타이틀은
영구히 전송됨

타이틀
간의
키워드
검색

좋음 부분적으로
제한됨

인터넷과 연결된
는 이동이 안됨PC ,

무선의 휴대용 웹
브라우저는
부분적으로 이동
가능 텍스트가,

에 다운되었을PDA
때 이동 가능

netlibrar
y

ebra
ry

학술
도서잡,
지

" 하드웨어: $600
이상
읽는 비용 무료
복사 또는 인쇄
비용

엑세스 허용 " "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

인터넷과 연결된
는 이용이 안됨PC ,

무선의 휴대용 웹
브라우저는
부분적으로 이동
가능 출력된,
상태에서는 이동
가능

ebrary

Que
stia

" " 하드웨어: $600
이상
정기 구독료

" " " 가능하지만
비용
지불해야 함

인터넷과 연결된
는 이용이 안됨PC ,

무선의 휴대용 웹
브라우저는
부분적으로 이동
가능

Questia

53) Tri-conference 2000 : Can e-books improve libraries?-Accessability of e-books.
[online]. [cited 2000.11.27]. <http://skyways.lib.ks.us/central/ebooks/accessa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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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자도서의 유형별 가격 비교 분석< 8> 54)

하드웨어 제품
리더기
가격

인터넷
접속료

컴퓨터
가격

소프트
웨어
가격

전체
가격

개인컴퓨터 netLibrary 없음 $0-$300 이상$700 무료 이상$700
Glassbook " " " " "
Microsoft
Reader " " " " "

개인휴대
단말기

Palm Piots $149-499 " " " 이상$849
Sharp
Electronic
Organizers

$100-$150 " " " 이상$ 800

Hewlet-
Packard $499 " " " 이상$1,199
Compaq $499-599 " " " 이상$1,199
Casio $599 " " " 이상$1,299
eBookman $130-230 " " " 이상$ 830
WebPAD ? " " " 이상$ 700
Qubit $399 " ? ? 이상$ 399

전자도서
리더기

REB1100 $299 " " " 이상$ 999
REB1200 $699 " 필요 없음 " 이상$ 699
goReader 미정 " ? " ?
Cybook $600 " ? " ?

결론5.
전자도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자 출판사 등의 전자도서 제공자에게 이,
익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독자들에게는 전자도서를 선호하는 계기

가 필요하다 전자도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의 문제 해결과.
균형적인 발달이 중요하다.

54) Tri-conference2000 : Can eooks improve libraries? - Affordability of e-books.
[online]. [cited 2000.11.27]. <http://skyways.lib.ks.us/central/ebooks/affordability.html>



전자도서의 유형과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57

첫째 전자도서의 창작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출판 관련 저작자의,
저작권이 분명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 기술이.
적절하게 상호 운영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이 디지털시대의 문화산업 기본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그리고 국내 현실에 맞

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전자도서의 포맷이 표준화되어 여러 도구 소프, (
트웨어 리더기 등 들을 이용한 활용이 자유로워야 한다 현재에는 다양한, PDA, ) .
기기들이 전자도서를 읽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전자도서.
를 한번 사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기기에서라도 보기를 기대할 것이다.
셋째 전자도서를 읽는 도구들의 가독 및 휴대 능력을 최소한 인쇄자료만큼,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종이에 비하여 눈의 피로 공간의 제. ,
약성 전원의 필요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 잉크, . ,
전자 종이 오디오 도서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전자도서 개발에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개인 도서관 단체 등의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 ,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도서는 개인 이용자의 이용에는 비교적 분명.
한 유통 정책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히 도서관 등의 단체 이용자 집단의 경.
우 아직까지 분명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등과 같은 유형의 업. netLibrary
체의 경우 기관별로 전자도서 데이터를 선택하여 개별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용

자 번호와 패스워드를 부여한다 기관 이용자는 기관의 이용자 번호와 패스워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도서 리더기를 이용한 유통 업체의 경우 단말기와 전자도서 데이터를 단

체 이용 기간에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도서의 대.
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리더기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대출하고 반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유통 사이트에 접속.
하여 본인이 원하는 전자도서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아.
직까지 정확한 사례는 없으나 개인휴대단말기의 경우도 전자도서 리더기와 유사

한 방법을 사용할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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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lassified items by
directly applying KDC to the domestic literary publications of agriculture
field one by one.
In order to do this, by directly applying KDC’s 4th edition to the 5,400
literatures of agricultural field from the collection list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ve sampled 170 literatures from 800 literatures
those which even a part of their subjects haven’t been symbolized as the
literature’s subject presents, and categorized them based on its material
classifications. As a result, literatures without symbolized compound themes
were 90, literatures without symbolized subordinate themes were 51, and
literatures without symbolized both compound and subordinate themes were
24. And lastly, there were 5 literatures without symbolized classification of
new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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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ill serve as the fundamental data for further works of KDC’s
revision as this is the first positive study done based on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actual literature having agricultural field as the subject of study.

서 론1.
도서관에 있어서 문헌분류는 전통적인 학문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학문분

류와 문헌분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개되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문헌분류는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가상에 배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문헌의 양에 따라 서가배치가 달라지며 분류체계도 달라,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서관의 분류표는 학문분류의 논리체계를.
완전히 따를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분류표가 실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시의,
출판상황이나 자관의 장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듀이가 처음 를 창안할 때도 암허스트 대학도서관의 당시 장서상황을 반DDC
영하여 주류를 배치하였으며 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소장장서, LCC
를 분류하기 위해 자관의 장서량 즉 문헌적 근거를 기초로 분류표를 작성하였,
다 정필모( 1991, 164, 228).

와 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DDC LCC
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당시의 장서상황 즉 문헌의 출판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학문의 발달에 따라 문헌이 늘어나고 이러한 장서의 증감을 분류표,
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분류표를 개정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은 실용적인 분류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법 은(KDC)
처음부터 를 바탕으로 주류를 배치하였으며 우리의 사정에 맞게 강목부분DDC ,
을 대폭 수정 전개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세 차례의 분류표 개정작업이 있었지.
만 분류표의 실증적인 분석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류. ,
표간에 단편적인 비교연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직접 분

류표를 적용하여 분류를 함으로써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KDC ,
로이 수정 전개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판 도 막상 분류를 적용해 보면 새로운 주제항목이 미비하거나 복합KDC 4 (1996)
주제 하위주제 항목의 부족 등으로 분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듀이가 처음 분류표를 만들 때 당시의 장서상황을 반영한

것처럼 현재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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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헌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를 대상으로 농학분야의 국내 출판문KDC
헌을 직접 분류표에 적용함으로써 분류항목 하나 하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

여 장차 분류표의 수정 전개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 데이터베이스인 한국문헌목록정보

가운데 농학분야 문헌 약 건을 대상으로 판을 직접 적용하여 각 문5,400 KDC 4 ,
헌들의 분류기호가 대상문헌의 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

였다 이 가운데 문헌이 제시하는 주제의 일부분이라도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을.
유형별로 약 건을 추출하여 이들을 분류요목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170 .

농학분야의 분류체계 분석2. KDC
는 년 초판이 발행될 때부터 농학분야는 에 배정되어 현재 판에KDC 1964 520 4

이르기까지 농업 농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요목의 전개내용은, ,
표 과 같다< 1>

표 농학분야의 요목< 1> KDC

농업 농학520 , (Agriculture)
농업기초학521 (Basic sciences in agriculture)
농업경제522 (Agricultural economics)
재배 및 보호523 (Planting and care - Cultivation)
작물학524 (Crop science)
원예525 (Horticulture)
임학 임업526 , (Forestry)
축산학527 (Animal husbandry - Zootechny)
수의학528 (Veterinary medicine)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529 , , (Fisheries, marine produc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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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나타난 사항을 초판과 비교하였을 때 특징적인 것은 분류용어의 불< 1>
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배정된 농업 농학이라는 용어는 물론 농업. 520 , , 521(
기초학 에서 수의학 에 이르기까지 개개 요목들의 용어에 변화가 없다는 것) 528( )
이다 단지 만이 판까지 사용되었던 수산업이라는 용어에 생물자원의 보호. 529 3 ‘ ’ ‘
와 수렵업이 추가 변경되었을 뿐이다 각 요목아래 세분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 .ㆍ

목들의 분류체계를 판과 비교하여 신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KDC 3 ,
보고자 한다.

농업기초학2.1 (521)

농업기초학을 다루고 있는 은 에서 일반적인 농업분과학인521 521.1-521.4「 」

농업통계학이나 농업화학 등을 배정하고 있는데 간단한 주기 이외에는 더 이상,
의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공학 는 농업토목 농장구조. 521.5( ) ,
물 농기구로 세분되고 그 아래 더 많은 항목들을 배정하고 있어 총 개의 항, 17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판에서는 농업토목 아래에 농지개량. 4 521.53( )

이 추가되었으며 농장구조물 은 판의 농장건물이라는 명칭이(521.531) , (521.54) 3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농산물 의 세목이었던 농업창고 를 통합하여522.3( ) 522.34( )
그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지토양학 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다룬 토양물리학 과 화학적521.8( ) (521.82)
성질을 다룬 토양화학 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양물리학의 구성요소인 수(521.83) ,
분 가스 열과 토양화학의 종류인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은 모두 판에서 신설된, , 4
하위항목들이다.

비료 및 토양개량제 는 판과 비교하여 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521.9( ) 3 521
이다 비료학 및 토양개량제가 판에서 비료 및 토양개량제로 그 명칭에 변화가. 4
있었고 아래의 전체 항목수도 개에서 개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인 사항, 521.9 7 19 .
을 살펴보면 영양원리 와 사용법 이 신설되었으며 비료의 종류, (521.901) (521.906) ,
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판의 화학비료 항목을 삭. 3 (521.93)
제하는 대신에 대표적인 화학비료라 할 수 있는 칼륨비료 질소비료 인비료 등, ,
을 에 열거하고 있다 또한 토양개량제 도 판에서는 그 종521.93-.95 . 521.99( ) 4「 」

류를 세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관련주제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경제2.2 (522)

는 농업정책학이나 농업경영학을 비롯하여 기타 전반적인 농업경제분야들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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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으며 판과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 다만 판에서 농업창고, 3 . , 3
가 농산물 의 하위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어 농업생산물의 장 저장(522.34) 522.3( ) (

소 을 농업생산의 장과 구별시켜 분류토록 하였으나 판에서는 농장구조) , 4 521.54(
물 로 흡수 통합하여 농업구조물을 다루는 모든 문헌들이 한 곳에 분류가 되도)
록 하고 있다.

재배 및 보호2.3 (523)

은 재배 및 보호에 관한 요목으로 학문적 분류체계면에서 보면 농업생산의523
배육과 품종개량 및 보호에 관련된 분과학문 중 그 생산대상이 식물분야인 작물

재배학과 작물육종학 및 작물보호학에 해당하나 특정작물의 재배 및 보호를 위,
해서는 별도의 분류번호 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지 재(524-526)
배와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경작 은 판에서 신설된 것으로 농작물 자체가 아닌 농토 농지 농지관523.1( ) 4 , ,
리 등을 포함하도록 주기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세목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육종 및 신품종 개발 는 판의 재배 및 가 확대 변. 523.2( ) 3 ·撫育管理

경된 것으로 개의 하위항목이 있다6 .
파종 과 가꾸기 는 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은 파종하는 방법523.3( ) 523.4( ) 4 523.3

에 따라 씨앗 구근과 괴경 이앙 등을 포함한 개의 항목으로 는 접지 전, , 6 , 523.4 ,
지 급수법 등을 포함한 개의 항목으로 각각 세분되어 있다, 5 .

은 작물보호학을 다루는 항목들로 판과 그 명칭은 동일하지만523.5-.6 3 4「 」

판에서는 상당수 세분 전개되었다 먼저 농업재해 및 예방 에서는 기존의. 523.5( )
풍수해 에 와 환경오염 및 공해 가, , , (523.51) (523.58)熱冷害 雪害 霜害 鹽害 旱害ㆍ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판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는 농업병충해 및 방. 4 523.6(
제 에서는 먼저 판에서 에 병치 전개하였던 질병의 종류들 즉 바이러스) 3 523.61 ,
성 세균성 균류성 리케차병을 질병 아래에 독립 전개시키고 있으며, , , 523.61( ) ,

에 각각 식물성 해 동물성 해 곤충 해를 다루고 있다 이외523.62, .64-.65 , , .「 」

도 판에서 주기로 표시하였던 농업약제 의 종류들을 판에서는 개의 하3 (523.68) 4 4
위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농산물 처리 및 가공 는 판의 농산물 처리 과 농산물 가공523.9( ) 3 523.8( ) 523.9( )
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한 것으로 세척 및 소독 타작 및 정미 등급판정 저장, , , ,
포장이 새롭게 전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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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학2.4 (524)

는 작물학에 관한 요목으로서 작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524
데 식용작물 사료작물 공예작물 섬유작물 약용, (524.1-.4), (524.5), (524.6), (524.7),
작물 기타 유용작물 로 구분하고 있다 다른 작물들과 성격상 차이(524.8), (524.9) .
를 갖는 원예작물 과수 채소 원예 은 별도의 독립된 요목 으로 설정하고 있( , , ) (525)
다.

원예2.5 (525)

는 작물재배학과 함께 식물대상의 배육에 관한 학문인 원예학을 다루는 요525
목이다.

은 독립항목의 전개없이 과 같이 세분하도록 주기하고525.1-.3 521-523「 」 「 」

있다 채소재배 와 과수재배 은 더 이상의 세분이 없기 때문에 특정. 525.4( ) 525.6( )
채소나 과수류는 기호화할 수 없게 된다 화초재배 은 위의 채소 및 과수. 525.7( )
재배의 세분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바로 아래에 여러 가지 화, 525.7
초의 구분방법을 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구분방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고 있다, .

임학 임업2.6 , (526)

는 원예 와 비슷하게 별도의 독립항목의 전개없이526.1-.2 525( ) 521- 52「 」 「

와 같이 세분하도록 하여 임업기초학 및 임업경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분류할2」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크게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용을 다룬.

와 나무의 종류를 다룬 로 구분되어지는데 특히 삼526.3-.5 526.6-.9 , 526.3(「 」 「 」

림육성 은 판까지 와 같이 별도의 전개가 없었던 항목으로 판에서) 3 526.1-.2 4「 」

새롭게 전개되면서 개의 하위항목을 전개하고 있다11 .
벌목 및 운반 도 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삼림측정 벌목 운반법526.4( ) 4 , , ,

선별 저장 등으로 시간의 경과순에 따라 하위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
삼림이용 는 판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데 단지 판에서 항목으로526.5( ) 3 , 3

설정되어 있는 삼림부산물 을 의 포함주기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종(526.55) 526.5
류들의 분류번호를 간단히 해주고 있을 뿐이다.
나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도 개별 종류들은 식물학의 하위항526.6-.9「 」

목들을 이용하도록 주기하고 있는데 침엽수 는 과 쌍자엽수 는(526.6) 486 , (526.9)
와 같이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많지 않은 단자엽수489 . 5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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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수주제구분을 위한 주기도 없으며 하위항목의 전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축산학2.7 (527)

축산학을 다루는 은 농학분야의 다른 요목들에 비하여 그 세분의 정도가527
지나치다 할만큼 하위항목의 수가 많다.

는 와 같이 세분하라는 특수주제구분을 위한 주기 이527.1-.2 521-522「 」 「 」

외에는 항목의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 그 성격이 과. 527.3 523
비슷하지만 이 식물을 대상으로 한 재배와 보호라는 점 때문에 사육, 523 527.3( )
을 독립적으로 세분전개하고 있다 이 항목의 하위항목을 살펴보면 사육장 관리.

와 어린가축 이 판에서 신설 배정되었고 에는 가축선정(527.31) (527.32) 4 , , 527.33
및 구입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 사육법 사료를 에 각각 설. , , 527.35-.37「 」

정하고 있는데 모두 판에 비해 세분 전개되고 있다 사육과 관련된 마지막 항, 3 .
목인 사육목적별 구분 는 이전의 항목들과 그 성격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527.39( )
는데 식용 애완용을 비롯하여 가지로 구분하여 전개시키고 있다, , 8 .

의 사육을 다루는 은 특수주제 구분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항목527.6家禽

으로 는 와 같이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금, 527.61-.62 521-522 , 527.63(「 」 「 」

사육 과 닭 양계 는 앞서 살펴본 사육 가축의 일반적인 사육 과 같) 527.64( , ) 527.3( - )
이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학2.8 (528)

의 전개세목은 의학과의 학문적인 유사성에 따라 의학 의 전개방식을528 510( )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처럼 세부적인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510 .
러나 도서관에 따라 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는 주기를 설정하여 도서관‘ 510-518 ’
의 장서규모 및 분류원칙에 따라 에 대한 분류의 수준을 임의적으로 조절할528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2.9 , , (529)

농학분야의 마지막 요목인 는 판의 수산업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529 3 ,
기존에 미약하게 다루고 있던 생물자원의 보호와 수렵업의 내용을 크게 확장전

개하고 있다 에 생물자원의 보호를 에 수렵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나. 529.6 , 5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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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세목들은 모두 수산업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에 수산기초학과 수산경제학을 설정하529.1-.2「 」

고 있는데 와 같이 세분하도록 하고 있는 여타 다른 요목들의 동일, 521-522「 」

세목과는 달리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식을 다루고 있는 수산자원양식 은 양식장 관리 를 제외하고는529.3( ) (529.31)
모두 양식장소 및 양식종류에 따라 항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담수양식 염수양, ,
식 관상어류양식 특정어류양식 패류 갑각류 양식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관상어, , , .ㆍ

류양식은 판에서는 다른 양식의 종류들과 분리되어 설정되었던 항목이지만 판3 4
에서는 모든 양식의 종류들을 동위항목에 모아주고 있다.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수산물의 가공 는 판에서는 양식과 보호의 하위에529.5( ) 3
배정되었던 항목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승격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판에서 새롭게 설정된 생물자원의 보호 는 신설과 동시에 동물거주지의4 529.6( )
보호 밀도조절 보호구역 질병 부상의 구제 특정식물종의 보호 특정동물종의, , , , ,ㆍ

보호 등의 하위항목을 성정하고 있다.
한편 은 판과 동일하게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529.7-.8 3 , 529.9(「 」

렵업 은 판에서 하위전개를 통하여 수렵대상물을 육상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 4 , , ,
충류 등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이상으로 농학분야의 요목 및 그 세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KDC ,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농학분야의 분류체계는 일반적인 농학의 학문적 체계를 대체적으, KDC
로 따르고 있으며 그 분과학문들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농학의 학문적, . ,
분류체계의 양대구분이라 할 수 있는 농업경영경제학은 농업의 총류 아래의520( )
세목들과 농업경제 에 설정되어 있으며 농업생산학은 의 후반부522( ) , 521 (521.5
농업공학 와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523-528 .「 」

둘째 농학분야에서는 열거식 분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합주제 표현, KDC
방법인 특수주제 구분형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나무의 종류 및 어류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특정, (526.6, 526.8-.9) 529.37(
어류 양식 과 특정 어류의 어획 등은 타분야의 세분전개를 이용한 것이) 529.47( )
다 또한 농학내의 세분전개를 이용하여 특수주제구분을 적용한 경우도 있는데. ,
특히 원예 아래의 세 개 세목 과 임학 임업 및 축산525( ) (525.1-525.3) 526( , ) 527(
학 의 두 개 세목 각각 은 별도의 전개를 하지 않고 모두) ( .1- .2)○○○ ○○○

원예는 까지 와 같이 세분하도록 주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학내521-522( 523 ) ,
의 세분을 이용한 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70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분야의 분류체계 및 적용분석

셋째 농학분야에서는 다른 분류체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농학의 분과, KDC
학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 모체가 되고 있는 에서는. KDC DDC
농업경제를 농학이 아닌 경제학 에서 다루고 있으며 에서는 수산학과 수(300) , CC
렵업 등을 농학분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자연물을 생산. KDC
대상으로 하는 일차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포괄하고 여기에 농업경영, ,
및 경제학적인 측면까지도 포함시켜 농업과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에 전개하520
고 있다.

농학분야 문헌의 수집 및 적용분석3. KDC
농학분야 문헌의 수집3.1

본 연구에서는 농학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출판KDC
된 농학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직접 분류표를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한 기.
초작업으로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 데이터베이스 중 일반자료를 대상

으로 농학분야의 문헌 약 건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각 문헌들의5,400 .
분류기호가 대상문헌의 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분류표를 직접

대조하여 분석하고 문헌이 제시하는 주제의 일부분이라도 기호화되지 못한 문,
헌 약 건을 이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때 년 이전의 문헌 판과800 . 1996 (KDC 3 2
판으로 분류됨 들과 오분류로 보여지는 문헌들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하였다 마) .
지막으로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추출된 문헌들 중에서 유사문헌들 즉 분류번,
호가 같으면서 기호화되지 못한 비슷한 유형들의 문헌 개 정도씩을 선별하1-5
여 최종적으로 건의 문헌을 수집하였다170 .

농학문헌의 적용 분석3.2 KDC

이러한 추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집된 문헌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

과 문헌이 제시하는 주제의 일부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네 가지의,
유형 즉 복합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 ,① ②

되지 못한 문헌 복합 및 하위주제가 동시에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③ ④

신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복합.
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건 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하위주제 건(90 ) , (51 ),
복합 및 하위주제 건 신주제 건 의 순서로 나타났다(24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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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의 요목별 분석< 2>

각 요목KDC 복합주제 하위주제
복합주제 및

하위주제
신주제 계

농업총류520( ) 0 0 0 0 0
농업기초학521( ) 4 7 0 0 11
농업경제522( ) 5 10 0 1 16
재배 및 보호523( ) 5 5 0 0 10
작물학524( ) 19 2 7 1 29
원예525( ) 26 6 17 3 52
임업 임학526( , ) 5 2 0 0 7
축산학527( ) 10 5 0 0 15
수의학528( ) 7 0 0 0 7
수산업 생물자원의529( ,
보호 수렵업, ) 9 14 0 0 23

총 계 90 51 24 5 170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의 유형을 각 요목별로 살펴보면 표 에서와, < 2>
같이 복합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작물학 와 원예 그리고524( ) 525( ),

축산학 에서 하위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농업경제 와 수527( ) , 522( ) 529(
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편 복합 및 하위주제가, , ) .
동시에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작물학 와 원예 분야에서만 발견되는524( ) 525( )
데 이들 두 요목이 생산 대상물만을 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 ,
요목은 작물과 원예작물의 종류만으로 전체항목을 구성하고 있어 해당문헌들의

대부분이 어떤 유형으로든지 기호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농업경제 재배와 보522( ), 523(
호 원예 분야에서만 검색되며 그 수도 극히 적다), 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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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각 요목별로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의 통계를 내어본 결과

농학분야의 하위요목 중 재배학 와 원예 의 대부분의 문헌 수KDC 524( ) 525( ) , 529(
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농업경제 그리고 축산학 에 해당하는, , ), 522( ), 527( )
많은 문헌들의 주제의 일부가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주제1)

문헌의 내용이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제시하는 주제의 일부가 분류 기

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전체 수집문헌 중 건 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90 (53%)
고 있으며 특히 생산대상의 열거만을 수록하고 있는 작물학 와 원예 에, 524( ) 525( )
서 이러한 유형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된다 복합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몇몇.
문헌들의 예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서 복합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1) 521-523「 」

먼저 농업기초학을 다루는 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복합주제는 농기521 521.55(
구 와 농업미생물학 에 해당하는 문헌들로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521.75( ) .

문헌 소형통씨감자 파종 기계화 연구1.
파종기 감자를 기호화하지 못함(521.553 ) : .

문헌 미생물을 이용한 동물구충제의 대량 생산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2.
농업미생물학 생물방제법을 기호화하지 못함(521.75 ) : .

위에서 문헌 은 특정작물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미생물학에 해당1 ,
하는 문헌들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구충제 개발이나 방제법 연구라는 주제를,
대부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경제 에서는 특히 농산물 에서 복합주제를 기호화하지 못하고522( ) 522.3( )
있다 예를 들어 미곡생산비론 이란 문헌이 농업생산비 에 분류되고 있. “ ” 522.32( )
지만 쌀이라는 특정작물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농산물의 생

산비나 생산요소 및 가격 등에서 특정생산물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 을 다루는 문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522.8) ,
사과 감귤 농장의 생산성 제고방안 과 같은 문헌들이 이에 해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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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의 배육과 품종개량 및 보호에 관련된 요목인 재배와 보호 에서523( )
기호화되지 못한 복합주제의 유형도 앞서의 농업경제 와 같이 특정생산물을522( )
기호화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문헌 고소득 시설하우스천마재배 기술개발3.
인공환경농법 천마를 기호화하지 못함(523.76 ) : .

문헌 인삼건강음료제품개발4.
농산물의 가공 인삼을 기호화하지 못함(523.99 ) : .

위의 문헌들은 모두 특정 생산물인 천마와 인삼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가공 에 해당하는 많은 문헌들이 가공의 종류들을 기호화하523.9( )
지 못하고 있다.

에서 복합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2) 524-526「 」

다음으로 작물학 는 순수하게 생산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어 복합주제를 기524( )
호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 벼농사재해대책 종합보고서 도작5. ‘98 (524.2 )
재해대책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기능성쌀 종자의 개발 도작6. (524.2 )
종자개발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년도 맥류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파종 수확7. (1998 ) : ‘97 , ‘98
맥작 신품종개발을 기호화하지 못함(524.3 ) : .

문헌 특용작물생산실적 공예작물8. ‘98 (524.6 )
생산실적을 기호화하지 못함: .

위의 예에서 문헌 을 제외하고는 기호화되지 못한 모든 주제가 재배와 보8 523(
호 의 세부항목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수집된 문헌들 대부분이 육종) , ,
신품종개발 재해 및 예방 병충해 및 방제 특수재배법 농산물의 가공 등을 기, , , ,
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 해당하는 모든 문헌들은 생산대상만을. 524
기호화할 뿐 특정한 주제는 기호화할 수 없도록 분류체계가 구성되어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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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예작물을 다루는 원예 의 경우에는 하위항목 중 원예기초학525( )
원예농업경제 원예의 재배 및 보호 는 별도로 세분하고 있(525.1), (525.2), (525.3)

지는 않지만 특수주제 구분방법을 사용하여 세분하도록 주기 되어 있어 작, 524(
물학 에서처럼 대부분의 문헌의 일부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하는 심각성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소재배 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들의 분류에 있어서는. 525.4( )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즉 원예작물의 병해충 및 방제 라는 문헌은. , “ ”

의 분류번호를 통해 주제가 모두 기호화 될 수 있지만 채525.36(525.3 + 523.6) , “
소의 병충해 방제 는 채소재배 에 분류되어 단지 생산대상만을 기호할 뿐” 525.4( ) ,
병충해 방제라는 주제는 기호화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임업분야를 다루는 은 에서처럼 복합주제가 기호화되지526 524-525「 」

못한 문헌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삼림육성 과 나무의 종류를 열거하는 세526.3( )
항목 에서는 여전히 특정나무의 종류 또는 특정주제를 기호화하(526.6, 526.8-.9)
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문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효과제고 기술개발 밤나무9. (526.936 )
항공방제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버드나무에 대한 배수체 육성연구 버드나무10. (526.933 )
육종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뽕나무 재해 및 병충해의 원인과 방제 뽕나무11. (526.937 )
재해 및 병충해의 방제를 기호화하지 못함: .

위에서 문헌 와 은 특정 주제를 기호화하지 못한 예인데 실제 사례에서는9 11 ,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밤나무와 뽕나무는 모두. 526.9
쌍자엽수 에 해당하는 나무의 종류들이면서 동일한 주제인 병충해 방제를 다( ) ‘ ’
루고 있는 문헌들인데 분류자에 따라 또는 에 양쪽으로 분류되고, 526.9 526.365
있다 이는 이중분류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서 적당한 주기나 설명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결과로 간단한 주기처리를 통해 일관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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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합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3) 527-529「 」

농학분야 분류체계에서 동물을 생산대상으로 한 첫 번째 요목인 축KDC 527(
산학 은 하위항목의 세분이 잘 되어 있어 많은 주제들을 기호화할 수 있다) .

문헌 한국사슴의 표준사양체계 확립 및 완전사료 개발에 관한 연구12.
사슴 사료를 기호화하지 못함(527.469 ) : .

문헌 소 수정란 이식 소13. (527.43 )
인공수정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돼지14. (527.44 )豚舍施設

축사시설을 기호화하지 못함: .

특정 가축을 다루고 있는 가축 에 해당하는 문헌들은 위의 예에서 보는527.4( )
바와 같이 축사시설 육종 그리고 사료 등 특정주제를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 .
특히 의 하위항목인 개 소 돼지 등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527.4 , ,
가축들로 해당문헌이 건을 초과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세분전개나 특수주50-60 ,
제 구분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련문헌들의 특정주제를 대부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목의 수는 적지만 선택사항을 주기하여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한 수의학 분야도 복합주제는 완벽하게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는528( )
실정이었다 그 유형은 앞서의 것들과 동일하며 특히 특수가축의 수의 에. , 528.9( )
해당하는 문헌은 모두 건으로 주기에 따라 특수가축을 기호화할 수 있지만 특46
정주제 수의학의 분과 수의치료학 수의산과학 등 는 기호화가 불가능하다 예를( - , ) .
들어 돼지에 있어서 분만 시간의 인위적 조절에 의한 자돈 생산 효율에 관한“
연구 라는 문헌은 특수가축의 수의 에 분류되어 돼지라는 특정가축은 기” 528.94( )
호화할 수 있지만 산과학이라는 특정 수의분과학은 기호화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에서는 수산물의 가공 과 질병 부529( , , ) (529.5) ,
상의 구제 항목에서 특정어류의 종류를 기호화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담(529.65) ,
수양식 이나 염수양식 에서 특정주제를 기호화하지 못하는 문헌들(529.34) (529.35)
이 많은데 다음의 문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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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천연 식물자원을 이용한 양식어류의 질병방치 기술 개발15.
염수양식 질병구제를 기호화하지 못함(529.35 ) : .

문헌 유독종 국매리복의 무독화 기술개발 수산물의 가공16. (529.5 )
국매리복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해산 양식어 질병과 대책 질병부상의 구제17. (529.65 )
양식어를 기호화하지 못함: .

특히 에서는 생물자원의 보호를 별도로 설정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위에서529 ,
문헌 와 은 모두 양식자원의 질병구제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 달리 분류되고15 17
있으며 그 주제의 일부를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상으로 복합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의 예를 요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의 대부분이 특정생산물의 특정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작물 임산물 가축 어류 등으로 대별되는 생산대상. , , , ,
물과 재배 삼림육성 사육 양식 등 농학의 생산기술과 관련된 특정주제가 복합, , ,
된 문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학분야의 분류체계로는 특정생산물과 특정주제를 모두 기호화KDC
한다는 것은 열거식 분류표의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지만 이미,
도입하고 있는 조합방식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위주제2)

수집문헌 중 하위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모두 건으로 전체의51 30%
에 해당한다 여기서 하위주제라 하면 관련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상위항목에 분.
류되어 있지만 해당 문헌들이 일정 수준의 양을 초과하고 있어 반드시 하위항,
목으로의 전개가 필요한 주제를 일컫는다 특히 농학분야는 의 분류. KDC DDC
체계를 대체로 따르고 있지만 하위항목의 전개는 많이 생략하고 있는 상황이어

서 하위항목이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들의 예를 통해 분류표에 하위항목으로 전개되

거나 포함되며 주로 처리 추가되어야 할 주제들을 요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ㆍ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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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1) 521-523「 」

먼저 농업기초학을 다루는 의 농업화학 은 농약일반을 포함한다라는521 (521.3) ‘ ’
주기 이외에는 어떠한 하위전개도 없지만 해당문헌이 건에 이르고 있어 하위, 22
항목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분석을 다루.
는 문헌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현재의 주기설명으로는 관련문헌들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농업화학 에 해당하는 문헌을 포함. 521.3( )
하여 본 요목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서도,
농기구의 정비 비료의 판매를 다루는 문헌의 수는 상당히 많다, .

문헌 잔류농약 경감제 개발 이용 연구 농업화학18. (521.3 )
잔류농약 경감제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제주도지하수개발보고서 농업수리19. (521.537 )
지하수개발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비료정책 행정20. (521.91 , )肥料判賣制度 改善方案 硏究

비료판매제도를 기호화하지 못함: .

다음으로 농업경제를 다루는 는 요목별 유형별 문헌통계에서 살펴보았듯522 ,
이 하위항목의 비중이 여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은 요목이다 이 분야에.
서 기호화되지 못한 대표적인 하위주제는 농업무역과 관련된 항목으로 관련문헌

들이 와 농산물 에 분산되어 분류되어 있다522 522.3( ) .

문헌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21. (522 )
농산물의 관세체계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농산물 무역이론 농산물22. (522.3 )
무역이론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농산물23. (522.3 )
수입농산물을 기호화하지 못함: .

위와 같이 기호화되지 못한 주제로 관세체계 무역정책 이외에 수입농산물을,
다루는 문헌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농업무역의 하위항목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농업무역이외에도 본 요목에서 추가되어야 할 하위주제.
로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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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의 와 농가경제 및 농촌문제24. (522.6 )農家 敎育費投資 農村敎育開發

농촌교육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농업회계 농업경영25. (522.8 )

회계를 기호화하지 못함: .

농가경제 및 농촌문제를 다루는 은 개의 하위항목 농가경제 및 농촌조522.6 3 (
사 농촌인구 농촌생활 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건에 이르는 관련문헌들을, , ) , 100
분류하기에는 하위항목의 수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문헌 의 농촌교육 이외. 21
에도 농어민복지와 노인복지 등의 하위주제들을 다룬 많은 문헌들이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배 및 보호를 다루는 에서는 농업재해의 하위주제인 산성비가523
항목이 없어 풍수해 에 분류되고 있으며 특수재배법의 일종인 양액재배523.52( ) ,
를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류항목으로 설정된 수경법은 양액재배의 종.
류로서 그 개념상 하위이며 양액재배를 다루는 문헌도 전체 건에 이르고 있, 18
어 재전개가 필요한 주제라 하겠다, .

문헌 비에 의한 및 과 그 풍수해26. (523.52 )酸性 土壤 農作物 被害樣相 對策

산성비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양액재배 순회 교육 교재 수경법27. (523.73 )

양액재배를 기호화하지 못함: .

에서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2) 524-526「 」

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작물학 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는524( )
구체적인 작물의 종류들인데 이것은 농학분야에서 작물의 종류를 전개함, KDC
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큰 카테고리만을 분류항목으로 열거하고 거,
기에 속한 개개 종류들은 포함주로 처리하여 분류표의 체계를 간단하게 유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일부 분류항목들은 해당문헌이 지나치게 많아. 524
세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주기로 열거된 작물의 종류가 부족하여서 열거되,
지 않은 작물과 관련된 문헌을 분류하는데 혼란스러움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많

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약용작물 에 해당하는 문헌은 무려 건에 이르며. (523.8) 65 ,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용작물이라 할 수 있는 인삼이 건이지만27
분류표에서는 세부항목의 전개가 없는 것은 물론 그 종류마저도 주기로 열거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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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 즉 작물의 종류들은 상당히 많지524 ,
만 본 유형에 해당하는 문헌은 단지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작물의 종류, 2 .
만을 열거하고 있는 의 구조적인 특성상 하위주제를 기호화하지 못한 문헌의524
대부분이 특정주제마저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별도의 유형으로 범주

화하여 후항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주제만이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헌 논 뒷그루 이타리안라이그라스 사료작물28. (524.5 )栽培技術

이타리안라이그라스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모델 약용작물29. (524.8 )人蔘林間 淸淨栽培 經營 開發

인삼을 기호화하지 못함: .

와 마찬가지로 원예작물을 다루는 에서도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들524 525
은 원예의 종류들로 그 수가 많지만 단지 하위주제만을 기호화하지 못한 문헌,
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헌 식물공장생산 방식에 의한 미나리의 재배기술 개발30. : 최종연구보고서
향채류 미나리를 기호화하지 못함(525.48 ) : .

문헌 구근 괴경 번식31. (525.744 , )百合 優良種球 生産技術 開發

백합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분화재배기술 실내용32. (525.765 )

분화를 기호화하지 못함: .

위의 문헌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들은 모두 각 상위항목의 종류들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복합 및 하위주제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
한편 나무를 생산대상으로 삼는 임업 임학 에서는 삼림육성 벌목 삼림이526( , ) , ,
용 등 임업과 관련된 특정주제들로 하위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특수주제 구분방

법을 이용하여 세구분하는 항목들도 많아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제는 거의 없

다 또한 나무의 종류를 열거하는 세 개의 항목 중 침엽수 와 쌍자엽. 526.6( ) 526.9(
수 에서는 식물학의 하위항목과 같이 세분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나무의 종)
류들을 기호화할 수 있으나 단자엽수 만은 독립항목으로 전개되고 있어, (526.8)
그 종류인 대나무에 관한 주제는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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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3) 527-529「 」

세분의 수준이 여타 농학분야의 요목들에 비해 불균형적이라 할만큼 항목의

수가 많은 축산학 에서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항목은 별로 없으며 가527( ) , 527.4(
축 에서 열거되지 않은 일부 동물들과 사료 에서 가축폐기물이 기호화되) 527.37( )
지 못하고 있다 관련문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문헌 가축폐기물로부터 새로운 고단백 고급 사료원의 개발 및 이용에33.
관한 연구 동물성 사료 가축폐기물을 기호화하지 못함(527.3786 ) : .

문헌 기타포유류 동물의 사육34. (527.49 )毛皮家畜 飼料開發 硏究

모피동물을 기호화하지 못함: .

가축의 질병을 다루는 수의학 분야는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의학(528)
의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세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화되지 못한 하위주

제는 발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분야에서 대다수의 하위주제, , (529)
가 기호화되지 못한 항목은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수산경제학 의 주제들이(529.2)
다 해당문헌의 수는 모두 건으로 주로 수산물의 가격 유통 수송에 관련된. 56 , ,
문헌들로 구체적인 문헌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헌 및 에 관한 수산경제학35. (529.2 )北韓水産物 搬入 流通 硏究

수산물의 유통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수산경제학36. (529.2 )水産物價格便覽

수산물의 가격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과 수산경제학37. (529.2 )漁村 漁業經營

어업경영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횟감용 즉살활어의 저온수송방법 및 장치개발 수산경제학38. (529.2 )

수산물의 수송을 기호화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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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과 수산자원 양식39. (529.3 )魚類營養 飼料

사료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수산자원 양식40. (529.3 )魚類疾病學

어류의 질병을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굴 가상식 양식기법 개발 연구 패류 갑각류 양식41. (529.38 , )

굴을 기호화하지 못함: .

한편 에서는 수산업의 주요한 분야인 양식업을 수산자원의 양식 에서529 529.3( )
세분하고 있지만 양식어류의 질병과 사료 및 품종개발 등의 하위항목이 없어,
관련문헌들의 기호화가 불가능하다 문헌 문헌 또한 양식의 종류 중 높은( 39,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류 갑각류 양식 에서도 양식의 여러 종류들이, (529.38)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어 문헌 포함주나 하위항목의 설정이 불가피하다( 41), .
이상으로 로 분류되어진 농학분야의 문헌 중 하위주제가 기호화되지 못KDC
한 문헌들을 살펴본 바 농업경제 의 농업무역과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522( ) ,

수산경제학 의 수산물과 관련된 하위주제들이 전반적으로 기호화되지 못하529(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작물학 와 원. 524( ) 525(
예 에서도 많은 하위주제 즉 특정작물들이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대) , ,
부분은 별도의 유형 복합주제와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으로 범( )
주화하여 후항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위주제만을 기호화하지 못한

문헌은 소수에 불과하다.

복합 및 하위주제3)

복합주제와 하위주제가 동시에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들은 모두 건 으24 (14%)
로 작물학 과 원예 분야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것은 앞서 여러 차례 지적524( ) 525( ) .
한 바와 같이 이들 두 요목의 전체항목이 생산대상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 또한 간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작물의 종류 중 개만을 포함2-5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먼저 에서 복합 및 하위주제를 동시에. 524
기호화하지 못한 문헌들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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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율무 및 율무부산물을 이용한 가공 및 고부가 기능성 제품의 개발42.
잡곡 율무 농산물의 가공을 기호화하지 못함(524.41 ) : ,

문헌 참깨 에 대한 에 한43. 土壤傳染性病 生物學的防除體系 關 硏究

향료작물 참깨 농업병충해 및 방제를 기호화하지 못함(524.66 ) : , .
문헌 나무두릅 실생묘 번식 기술개발 약용작물44. (524.8 )

나무두릅 육종을 기호화하지 못함: , .

위에서 문헌 는 잡곡 에 분류되고 있지만 주기에 열거된 잡곡의 종류42 524.41( ) ,
에는 율무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기호화가 불가능하다 한편 의 하위항목 중. 524
에는 향료작물 이나 약용작물 등과 같이 주기마저 설정되어 있지(524.66) (524.8)
않아 관련문헌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향료작물의 종류인 참깨는 채유작물 에 포함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다 정(524.65)
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위해 주기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에 해당하는 많은 문헌들은 작물의 종류 하위주제 를 기호화하지524 ( )
못하는 것은 물론 육종 신품종 개발 병해충 방제 특수재배법 농산물의 가공, , , , ,
등 작물재배의 일반적인 주제들의 기호화도 불가능하여 복합 및 하위주제를 동

시에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마찬가지로 원예작물을 다루는 에서도 복합 및 하위주제가 동시에524 525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이 많으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문헌 고추 생력재배를 위한 엽 및 과실 노화억제품종 육성기술 개발45.
과채류 고추 생력재배를 기호화하지 못함(525.46 ) : , .

문헌 허브분화재배 및 가공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향채류46. (525.48 )
허브 농산물의 가공을 기호화하지 못함: , .

문헌 딸기의 우량종묘 대량생산 및 실용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47.
초본과일 딸기 육종을 기호화하지 못함(525.62 ) : , .

문헌 후리지어 저온육묘 촉성재배 기술개발 구근 괴경번식48. (525.744 , )
후리지어 촉성재배를 기호화하지 못함: , .

문헌 을 한 호접난49. 農業 副産物 燻炭 利用 促成 栽培 技術 開發

관상용 난과식물 촉성재배를 기호화하지 못함(525.76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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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포함주로 열거되어 있지만 해당문헌이 너무 많아 세분이 필요한

항목은 문헌 의 과채류 건 를 포함하여 식용균류 건 인45 (525.46 : 61 ) (525.49 : 71 ),
과류 건 등이며 화채류 나 향채류 에는 주기마저 없어(525.63 : 51 ) , (525.47) (525.48)
그 종류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류자나 이용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인 고추의 경우 년 이전의 문헌은 향료작1996 524.66(
물 에 이후의 문헌은 과채류 에 분류되어 있는데 보다 정확한 분류와 이) , 525.46( ) ,
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화초재배 에서도 특정 종류의 화초들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는데(525.7) ,
주로 다년생화초 와 구근 괴경번식 의 종류들이 그것이다 비록(525.735) , (525.744) .

의 하위항목이 를 모체로 하여 상당히 세분되어 있지만 정작 관련문525.7 DDC ,
헌들은 몇몇 항목들에만 편중되어 있어 하위항목들의 전개가 실용적이지 못함,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화초의 용도별 구분아래의 실내용 에서 분화가. (525.765)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상용 에서는 동양란 서양란과 같은 여러, (525.767) ,
종류의 난과식물에 관련된 문헌들의 양이 많아 이 또한 하위주제로의 세분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원예 에서는 많은 종류의 원예작물 하위주제 이 기호화되지525( ) ( )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요목에서 다루고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작물의 종, , ,
류가 포괄적이고 그 수도 많은데 비하여 항목이나 주기가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에 해당된 대부분의 문헌들은 위와 같이 하위주제를 기호화하. 525
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생력재배 육종 농산물의 가공 등 작물재배 및 보호와, ,
관련된 특정주제들을 기호화하지 못하고 있어 복합 및 하위주제를 동시에 기호,
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주제4)

수집된 문헌 중 신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건 으로 복합주제와5 (3%)
하위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본 논문에서.
신주제로 선정된 항목들은 현행 분류체계의 분류항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

제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새로운 주제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즉 농어민후, . ,
계자라는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지만 농학분류체계 내에서는 이를 나KDC
타내는 어떠한 상하위 항목도 없어 이를 위한 신항목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위의 예와 같이 농학분야의 분류체계로는 기호화 될 수 없는 신주제들. KDC
을 포함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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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의 에 한 농촌인구50. (522.63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成果 關 硏究

농어민후계자를 기호화하지 못함: .
문헌 고구마를 이용한 식물부위별 조직배양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51.

서류 조직배양을 기호화하지 못함(524.45 ) : .
문헌 양파종자처리에 의한 저 투입 생력재배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52. ,

경채류 생력재배를 기호화하지 못함(525.44 ) : .
문헌 호박 유배 배양에 의한 종간잡종 획득기술개발53. ( )幼胚

과채류 유배배양을 기호화하지 못함(525.46 ) : .
문헌 절화와 화분식물의 수확 후 취급 및 저장 화초재배54. (525.7 )

절화를 기호화하지 못함: .

위에서 조직배양이나 유배배양 생력재배 등은 모두 재배와 보호 의 세목, 523( )
인 특수재배법이나 육종의 항목 등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이며 절화는 화초,
재배 의 용도별 구분 아래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민(525.7) (525.76) .
후계자란 주제도 농가경제 및 농촌문제 아래의 농촌인구 라는 항목522.6( ) (522.63)
에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신주제라 하겠다.

결론 및 제언4.
결론4.1

본 연구에서는 농학분야의 분류체계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KDC
에서 출판된 농학분야 문헌 약 건을 대상으로 판을 직접 적용하여5,400 KDC 4
문헌이 제시하는 주제의 일부분이라도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을 유형별로 건170
을 추출하여 이들을 분류 요목별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복합주제가 분류 기.
호화되지 못한 문헌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복합 및 하위주제, ,
가 동시에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신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복합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최종적으로 추출된 분석대상,
문헌 건 가운데 건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생170 90 (53%) ,
산대상의 열거만을 수록하고 있는 작물학 와 원예 에서 이러한 유형의524( ) 525( )
문헌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것은 분류체계가 생산대상물과 특정주제를 동. KDC
시에 기호화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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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위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모두 건 으로 농업, 51 (30%) , 522(
경제 의 농업무역과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수산경제학 의 수산물과 관련된) , 529( )
하위주제들이 전반적으로 기호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복합주제와 하위주제가 동시에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모두 건, 24

으로 작물학 과 원예 두 요목에서만 발견되는데 이것은 이들 두(14%) 524( ) 525( ) ,
요목이 생산 대상물만으로 전체항목을 구성하고 있어 특정주제 복합주제 를 기( )
호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목마저 부족하여 여러 작물의 종류들 하위주제 을( )
모두 기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신주제가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은 모두 건 으로 복합주제와, 5 (3%)
하위주제가 기호화되지 못한 문헌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으며 주로, 523
재배와 보호 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육종과 특수재배법의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

제언4.2

위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기호화되지 못한 복합주제 하위주제 신주제, ,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농학분야의 수정전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KDC
음과 같다.
첫째 복합주제를 기호화하기 위해서 분류체계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도, DDC
는 물론 이미 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본표 안에서 합성지시를 통KDC
한 기호의 조합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즉 특정생산물과 특정주제의 분류기호. ,
를 조합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항목들에 미리 기호를 조합할 수 있도록 지시주

를 첨가해 줌으로써 복합주제를 기호화할 수 있다.
둘째 하위주제를 기호화하기 위해서는 문헌내의 출현빈도와 농학관련 문헌에,
서의 취급하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전개하거나 포함주를 설정한다 또.
한 검색된 관련 문헌이 없더라도 학문적인 체계 및 내용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하위주제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정 전개할 수 있다.
셋째 복합주제나 하위주제에 비해 그 수가 적었던 신주제도 하위주제와 마찬,
가지로 관련문헌의 출현빈도와 농학문헌 내에서 다루어지는 중요성에 따라 수정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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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학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다른 주제분야에도 실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분류표

의 개정작업에 반영함으로써 가 보다 실용적일 수 있을 것이다K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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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면담과정과 필요성1.
참고면담의 장애요인2.
참고면담의 유형에 따른 참고봉사의3.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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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관하여

역사자료 참고정보원에 관하여5.
지리 및 지도자료 참고정보원에6.
관하여

서 언

열람봉사과 업무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의 업

무가 참고봉사업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고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조건이 필수적인데 본인은 그 가운데 참고봉사를 위한 기

본자료 부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는 참고봉사를 위한 기본자료를 파악하는데 참으로 많은 노력이 요

구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근무여건은 참고봉사를 위한 기.
본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일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근무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서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

해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입한 연구제도의 결과물 중의 하나의 외부심사결과 우수논‘
문으로 인정받은 것임’ .

**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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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역사지도자료실에서 받은 참고면담1999 2 2000 4
을 통하여 질문들을 간단히 기록으로 남겨서 활용하던 자료들이다

참고면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주된 자료들을 참고봉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본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인은 자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참고면담의 과정중 참고면담과정에 관하여 간

략히 밝히고 참고면담의 필요성과 참고면담과정의 장애요인을 통하여 참고봉사,
과정의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참고면담시의 질문유형에 따른 방법,
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참고면담의 과정을 이용자와 참고자료 그리고 참고사서의 세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여야만 효율적인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중 참고정보원의 작성은 정보자료의 온라인목록화와 더불어 많은 이용자의 요

구는 날로 다양화되는 만큼 실물자료를 통한 자료에 관한 숙지는 영원한 참고사

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내용은 역사 지리자료실에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활용되는 정보원을 바탕으ㆍ

로 하였으며 본 참고정보원의 구성은 역사자료정보원과 지리 및 지도자료정보원

으로 크게 나뉘었으며 역사자료정보원은 주제항목을 과거급제 고장의 유물 및,
유적 벼슬 및 문중사 북한인명사전 사료 시대별연표 왕 및 왕조 이조왕조실, , , , , ,
록 종친회 및 족보성씨관련자료 지리관련고서들 한국인물 및 인명정보 한국, , , , ,
사관련사전 화보자료로 되어있으며 지리 및 지도자료정보원은 고지도 서울특, , ,
별시지도 왕릉 주제별지도 지명사전 지번 및 토지정보 지적임야지번구획도, , , , , , ,
지형도지도첩 한국지명 행정구역관련자료 등이다, ,

참고면담과정과 필요성1.
참고면담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참고사서와 이용자간의 일치된 자료를 발

견하는 절차의 과정인데 참고면담은 참고사서의 업무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용

자가 정말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충족시키는 것은 참고서비스 과정의100%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참고면담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경우,
둘째 참고사서가 질문의 주제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참고사서는,
그 주제에 관한 서지사항 인물 초록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 .
주제분야에 관해 충분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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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이용자의 질문이 불투명하거나 불완전 할수록 더욱 필요하다, .
네째 사서가 원하는 정보와 서지사항을 확인해도 이외의 질문들은 그 응답의,
규모가 다양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필요한 정보 등을 제시

않은 경우 참고면담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형질문과 연구형질문 들의 경우 이용자의 관심도와 정보를 찾고,
자하는 요구의 강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수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료조사에서부터 그 자료가 제공되기 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한정된 시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면담은 더욱 필요하다

일곱째 이용자가 질문한 대답을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여덟째 해답을 위한 자료에 언어 시대 지리적 요소가 필요한 경우 들이다, , , .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고면담과정은 짧은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며 이 짧은 시간안에 한가지 질문의 결론을 얻게 되는 과정이며 대답의 만족여,
부와 상관없이 끝나버리는 과정이므로 실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다.

참고면담의 장애요인2.
참고봉사를 하게되는 경우의 참고면담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과 도서관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
둘째 도서관이용법과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 부족,
셋째 이용가능한 참고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 부족,
네째 사서가 사용하는 특정한 도서관용어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부족,
다섯째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결과만을,
얻으려는 이용자의 태도

여섯째 정보요구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태도,
일곱째 참고사서와의 면담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본래의도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여덟째 자료의 성격상 진정한 정보요구를 밝히지 않으려는 이용자의 태도,
아홉째 참고사서와 이용자간의 거리감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경우

열번째 참고사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이용자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감정,
적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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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면담의 유형에 따른 참고봉사의 방법들3.
각각의 질문 유형에 비추어 즉답형 질문에 맞는 또는 연구형 질문에 맞는 참

고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참고정보원이 알맞는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 실례를 든다면.

첫째 즉답형 질문을 위한 면담,
즉답형 질문은 간단하고 사실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며 정부 연감 백과, , ,
사전 사전 편람 등을 기본도구로 사용하여 단시간내에 정해진 정보를 제공해야, ,
하므로 이 즉답형질문의 유형은 특히 사서의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문유형인 만,
큼 평소에 참고자료에 대하여 실물자료에 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안다

면 실질적으로 만족한 응답이 어려운 과정이다

둘째 연구형질문을 위한 면담,
연구자와의 참고면담은 이론적으로는 수시간 수일 또 그이상의 정도의 상호, ,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한분야의 심층적인 연구 단계

에 있는 이용자가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요긴한 자료를 보고자 하면서도 흔히,
어느 도서관에서나 볼 수 없는 자료들을 국립도서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미 많은 기간 동안을 자료찾는 데 소비하고 우리관에서는 거의 최종적

으로 확인을 원하는 아주 간략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는 연구형질문자에게 단기간에 충분한 질문을 통해 기본적인 관련 지식

과 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기술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서 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시간을 갖고 그분야의 참고질문시 유용하도록 기록으

로 남기고 같은 질문시 시간적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최신정보를 위한 면담,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온라인 목록화와 더불어 자관의 참고자료 만의

정확한 검색서비스에서 타도서관의 검색을 통한 참고자료 데이터를 갖출 필요를

절감하며 데이터가운데 그분야의 비교적 양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문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물자료의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참고자료의

작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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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전화면담,
전화문의는 하루에도 몇번씩 받게 되는 문의인데 질문유형을 간단하고 명백,
한 사실에 관련된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까지 다양하지만 실제 얼굴을 맞

대고 대화를 통한 과정보다는 빨리 대답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참고면담의 필요성과 더불어 질문유형별로 참고 정보원들을 역사지

도자료실에 년여에 걸친 계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가능한 과정들이었으며 그 간1
단한 기록들을 계통을 잡아 주제별로 참고정보원을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본.
참고정보원의 작성은 역사자료실의 장서수와 이용자수가 참고사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근무여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지도자료실 참고정보원의 기술에 관하여4.
역사 지도자료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통하여 크게 주제를 정하여ㆍ

항목별로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내용은 수시로 항목을 추가하였다.
각 항목별 자료선정은 자료의 목록검색 후 동일제목의 다른저자 다른출판사,
의 저작일 경우 각 자료 가운데 하나 하나의 자료를 실제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이용에 적합한 자료로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그 범위는 주로 역사지도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위주로 하였으나 부,
득이 중요한 자료이나 중앙대출대와 정부간행물실등에 비치된 자료도 포함하였

으며 미소장자료도 약간 있다.
항목의 배열은 주제별항목별로 배열하고 그 안에서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실제

자료이용봉사시 빨리 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편의를 위하여 각 내용안에서

한글을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역사자료 참고정보원에 관하여5.
역사자료실의 자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정하여 항목을

정하였으며

가 과거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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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장의 유물 및 유적.
다 독립운동.
라 벼슬 및 문중사.
마 북한인명.
바 사료.
사 시대별연표 한국. ( )
아 왕 및 왕조.
자 이조왕조실록.
차 종친회 및 족보 성씨관련자료. ,
카 지리와 관련된 고서들.
타 한국인물 및 인명정보.
파 한국사관련 사전. .
하 화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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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급제.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과거급제 과거급제는 조상이 어떤 벼슬을 했었

는지 알고자하는 이용자의 질문시 유

용한 자료이다

참고 대과 문과 오늘날의 고등고시:. ( ):
무과 오늘날의 고등무관시험( ):
잡과 오늘날의 기술고시( ):

국조방목 정부간행물실GP 6024-1: 조선시대 태조 고종 문과급제자 생( - 14) (
원진사대과소과 를 연대순 시험종별, , , ) , ,
성적순으로 기록한 명부

자료위치 역사자료실참고자료별치서가:
한국학대백과사전 에로 수록3

국조문과성보 서울대학교소장 조선시대 태조 영조 문과급제자를 성( - )
관별 성관별 수록한 책( )

무보 고서( ) 한 나 고전운영실58- 7:古朝 조선시대 무인들의 계보를 정리한 작

자미상의 권 책의 필사본1 3
책 천1 ( )- ,李
책 지2 ( )- , , , , , ,金柳 伸 白尹 徐 鄭

책 인3 ( )- , , , , , , , , , , ,具張元吳沈朴許權南洪韓

, , , , , , , , , , , , , ,閔安曺崔宋任成黃姜河梁兪禹呂

, , , , , , , , , , , , ,盧 高孔 邊 王 諸 田南宮 丁魚 麻 卞慎
의 성씨순으로 작성은 본관별로,魏裵

구분하여 각기 무관의 계열을 나타냄

문보 고서( ) 한 나 고전운영실558- 14:古朝

규장각도서 책 순조 고종(4 : - )
장서각도서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장

조선후기의 문과급제자들에 과한 인명

록 또는 일반 문사록( )文士錄

우리 도서관장은 조선후기자료만 있다

사마방목 6024-158-1-3:古

고전운영실

전기자료실OB911.05-:
조선시대 사마시 즉 일년( , )司馬試 監試

동안 실시된 생원 진사의 합격자 명부,
전자자료실의 컴퓨터디스크자료는 태

종 년 고종 년 회분14 (1414)- 31 (1894) 186
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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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조선시대잡과학격자

총랍 잡과방목의:
전산화 이성무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350.48- 613 :ㅈ
사회과학실

조선시대잡과 잡과 의과 음양과 율과( , , ,
등 시험에 관한 자료 한국정신문화연)
구원편이다

권말부록 표준시험명 시험관 계보도: , ,
수록

나 고장의 유물 및 유적.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고장의 유물 및 유

적

지리지와 군지 이외에 고장의 유물관

련 문의에 적합한 자료

구별정보 각 구청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각 구별 구화 구조 구의, ,
연혁에 관하여 알고자하는 이용자가

종종 있는데 이는 각구청 홈페이지에

서 상질물로 들어가면 자세히 알수 있

음

내고향상징물총합/
내무부편. -
서울 내무부: , 1987

내999.99- 596 :ㄴ
정부간행물실

한국의 여러 고장의 상징물인 휘장,
꽃 나무 새 노래 등의 화보와 사진을, , ,
시군별로 수록.

우리고장 문화유산/
전국시장군수청장협

의회. -
서울 개마서원: , 1999

전981.1- 715o-1999(1-2)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전국행

정구역단위로 수록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별로 구분 각

지역별 유형무형문화재 보물 사회, ,․
적 명승지 문화정보 지역축제 천연기( ,
념물 민속자료 등을 수록, )

한국의 문화지원/
전국문화원연협회. -
서울 전국문화원연합:
회, - 1999

전911- 714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의 각지방의 문화재 전통민,
속 향토축제 문화시설 문화행사 특, , , ,
산물과 토산품 인물 전설 관광자원, , , ,
찾을거리 문화원주소 등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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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운동.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독립운동 주로 선조가 독립운동에 가담한 흔적

들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들

대한민국

광복기록사 사진과:
특별기고로 엮은 /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

대한민국공훈사발간

위원회,
화보자료1991( )

대911.07- 455 :ㄱㄷ

역사자료실

광복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주요사건 및

시대상황을 부에는 화보로 부에는1 2
기록사로 구성되어 있음

사진으로보는 독립( )
운동 이규헌해설/ .
서울 서문당- : ,1987
화보자료( )

이911.063- 177ㄷ
-1999(1-2)
역사자료실:

독립운동기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들을 담은 사진과 화보

상권 신미양요 운동: 1871 - 3.1
하권 대한민국임시정부 년: - 1948

독립운동대사전 /
이강훈 :
대한독립유공자유족

중아회 서울. - :
동아 화보, 1990( )

이911.063- 123 :ㄷ

중앙대출대

이911.063- 123 -2 :ㄷ

역사자료실

구한말에서 해방전까지 독립운동에 기

여한 명의 관련사건 건을 항목414 534
별로 수록한 자료이며

면에 걸친 사진자료 수록148

독립운동사

자료집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
서울 발행자불명: ,197
8

권216-46-1-14 : (14 ) :
역사자료실

독립운동관련자료집으로

내용:
의병항쟁관련 색인별도1-3: ( )

별도의 얇은 색인 복사본으로 비치중

임

운동사료집4: 3.1
운동재판기록 색인수록5: 3.1 ( )
운동사료집 색인수록6: 3.1 ( )
임시정부 권말에색인7-9: -9
독립군전토 색인수록10: ( ),
의열투쟁사 색인수록11: ,( )
문화투쟁사 색인수록12: ( )
학생독립운동 색인수록13: ( )
대중투쟁사 색인수록 등이며14: ( )

주의할점은 색인이 수록된 권마다 각

각 찾고자하는 인물의 성명으로 검색

하는데 유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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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독립유공자공훈록/
독립유공자공훈록편

찬위원회.
서울국가보훈처- : ,19
86-1996

국GP340.99- 327 1-13ㄷ

정부간행물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인명정보

민족운동총서 /
민족문화협회민족운

동총서편찬위원회.-
서울 민족문화문고간:
행회, 1982.

216-149-1-10
역사자료실:

서명이 각각 다르며 각권의 서명

의병들의 항쟁 운동 정치외1; , 2::3.1 , 3:
교투쟁 독립군의 전투 의사와 열, 4: , 5:
사들 종고교육투쟁 언론학예투쟁, 6: , 7: ,
학생운동 대중운동 선열들의 유8: , 9: , 10:
물 등

조선인いわゆる

징용자

명부等 關に する

이336.86- 489-1-6
사회과학자료실

필사본 책6
징용자기록명부 임

제하사회운동인명색

인집 /
역사문제연구소 편.
서울 여강출판사- ; ,
1992

역911.06028- 292 -1-2ㅇ

역사자료실:
년 운동 년 해방까지 국1919 3.1 -1945 8.15

내외에서 활동한 민족해방운동가와 사

회운동가를 인명 지명순으로 기술하고-
출신연도활동지역 관련단체 사건등을, , ,
알 수 있다.

일제하사회운동사자

료집:
지방별기사모음 김/
봉우 서울 한울. - ; ,
1991

김911.06- 518-1-12
역사자료실

일제시대 사회운동으로 총독부에 검거

도고 사건화 되어 각종 신문등에 게재

된 자료 중심 각권은 도별로 구성되,
며 기사의 배열은 보도일자순 이다, .

일제하사회운동자료

총서 한국현대사의재;
조명 /
한국연구사연구회현

대사분과 편 신주백;
책임편집. -
서울 고려서점: , 1992

미소장 일제시대 독립을 위한 민족사회운동에

관련된 책의 자료집12
부 치안상황관련자료 책1 - (3 )
부 정부보고서류 책2 - (4 )
부 판결무수사보고서 책3 - , (5 )

한국독립사 김승학/ .
1-2
서울독립문화사- : ,19
70

216-48-1-2:
중앙대출대

이용자의 검색요구를 받는 자료

한국독립운동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민음출판사: ,
1983

미소장 구한말부터 년까지의 항일운동기1945
록을 국내 뿐 아니라 일본 구미등 국,
내외 민족독립운동사 시대별로 구성된,
원문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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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국독립운동사 :
자료 /
국사편찬위원. -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1965-1997

중앙대출대로261-3-1-8 :
검색되나 정부간행물실에

소장되어 있음

정부간행물실261-30-9-11:
국 정부911.063- 399 -12-35:ㅎ

간행물실

구한말부터 년까지 항일독립운동1945
에 과한 자료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와 기록 의정원의 속기록 회의록, ,
이다

내용 권 임정편 권 운동: 1-4 : , 5 :3.1 , 6-7
권 안중근의사 권 의병편: , 8-19 : , 20-31
권 임정편 최근 권 의열단: ( ), 32-33 : ,

권 러시아편34-35 :

한민족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원회. -
서울 국사편판위원회:

국911.063- 399 -1-13 :ㅎㅁ

정부간행물실

내용 권과 별집 권으로 구성됨1-9 3

한민족독립운동사자

료집

국사편찬위원회. -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9

국GP911.063- 399ㅎㅈ
정부간행물실-1-40:

년부터 독립운동가들의 재판기록1910
을 중심으로 한 자료이며 조선통독부

에 의해 검거된 사람들의 성명의 가나

다순으로 신상기록카드와 사진 수록

내용 권 인 사건공판시말서: 1-4 : 105
권대동단사건 권국권회복1-2, 5-6 : , 7-8 :

단 권 운동과 국권회복 운동과, 9 : 3.1 , 3.1
천도교 권 운동과 천도교, 10 : 3.1誠米 誠

권 운동 과 별집 권, 11-27 : 3.1 1-17 9 ,米

권 의병투쟁 권 독립군자28-31 : , 32-36 :
료집모집 권 독립군자금모집 등, 37-40 :
총 권40

항일독립운동사 이/
강훈. -
서울 정음사: ,1974

041-149-20 :
중앙대출대

항일독립운동사

자료수집

이명호씨 로 연락02-2686-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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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벼슬 및 문중사.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벼슬 문중사, 조상의 흔적을 추적하고자 하는 이용

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

문사요람 장홍근/ .
서울 덕성문화사: ,
1983

장999- 585 :ㅁ
역사자료실

종사에 관한 참고자료

내용 문사 종친 보첩 성씨일람 조선: , , , ,
시대 제도 등과 종중사 및 고향사를

알기 위한 자료

부골 고려위계변천표 조선품계표 조: , ,
선왕실품계표 조선부인관직표 고려, , ,
조선왕실세계표 년표대조표 분사단체, ,
일람표 등 수록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오희복/ . -
서울 여강출판사: ,199
2

오911.002- 845q :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역대국가들의 관료기구와 벼

슬 이름에 관한 자료

내용 관료선발 임용 해임 및 신분구: , ,
별관련어휘 일반주민의 사회적신분적,
구별등

한국벼슬사전 이덕/
재. -
서울 영지사: ,1997

이911.033- 246 :ㅂ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관직 직위 품계 및 가문의, ,
족보나 계보를 수록한 사전

관직과 벼슬에 관한 참고봉사시 유용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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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인명.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북한인명 북한과의 교류이후 북한관련 인명자료

의 요구가 많다

북한인명사전 /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
서울 서울신문사: ,
1997. -

서99.1- 814 -1997 :ㅂ

역사자료실

북한의 역사적인 인물 및 전 현직의 주,
요 인물을 가나다순으로 만여명 수록1
한 북한인물자료

신한국향토대백과( )
인물의 고향 :
북한편 /
중앙일보사 서울- :
중앙일보사, 1999

중 한981.1- 419o- 613 :ㅎ

중 한 별981.1- 419o- 613 -1(ㅎ

집1)
중 한 별981.1- 419o- 613 -2(ㅎ

집2)
역사자료실:

북한의 오늘날의 북한의 일반적인상황

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개괄적으로, , ,
총편에 수록하고 본편에서는 북한의

각도별 직할시별로구분하고 거기서 시

대별로 행정구역 자연환경 인구 성씨, , , ,
역사적사건 및 인물 들을 수록

성씨별세거지 및 집성촌과 자료편에는

북한의 헌법규약 및 인구동향 기념일, , ,
대학일람과 천연기념물 및 조직 기구표,
수록

북한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자료

별책 지명인사편 북한지명이사 남한1( ): ,
에 사는 북한출신지명인사 이북 도와, 5
실향민 단체수록.
별책 북한의 명승지와 유적수록2 :



역사지도자료실 참고정보원 활용에 관하여 101

바 사료.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사 료
조선시대 이조왕조실록과 함께 이용자

의 많은 요구를 받는 자료

승정원일기 2150-9 -1-165 :古

고전자료운영실

세 역사911-059- 298 -1-6:ㅅ

자료실

세911-059- 298 -1-123:ㅅ

역사자료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는 인조 년1 (1623)
부터 고종 년 까지 년간의 기31 (1894) 270
록이 현존함 원래 조선 개국 이래의.
일기였으나 임진왜란때 일부는 소실로

과 에 개수하였음 갑오개혁이1747 1889 ,
후 이는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비서, ,
원일기 규장각일기등으로 이름을 바꾸,
어 한일합방 때까지 계속됨

세 순종편 권 세종대왕기911.059- : ( :6 )
념사업회편이며

민 고종편 권 은 민족문911.059- : ( : 123 )
화추진회 편이며 권 완간 예정이며220
일년에 권발간 중이며 색인은 완간4-5
후 가능

일성록1-9
일성록10-86
국역 일성록( ) 1-6

민911-058- 298 -1-9 :ㅅ

중앙대출대

민911-059- 959 -10-86ㅅ

역사자료실:
민911-059- 959o-1-6:

역사자료실:

조선정조부터 말까지 역대임금의 언동

을 기록한 책 정조가 영조 년 때1760( 30 )
부터 일기를 쓰기시작 왕위에 오른후

규장각을 설치 왕자신의 언동을 기록

케 하고 이를 융회 년 까지의 계1910( 4 )
속한 년간의 기록150
국역일성록은 총 권 발간예정 년184 1
에 책출판예정으로 완간은 년정4-5 10
도소요 민족문화추진회 담당자 문의처:
: 394-8802

비변사등록 국사편/
찬위원회. -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9-1999

고전운영실 고서와

국GP911.055- 399 -1-24ㅂ

정부간행물실

조선왕조때 비변사에서 논의한 중요사

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년 부터 고종 년1617( 9 ) 1892( 29 )
까지 년까지의 기록이 남아있음276
국역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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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대별 연표 한국. ( )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시대별 연표 연표는 역사자료 이용자 이외에도 많

이 이용되는 자료임

(1945-1969.12)
대한민국사연표 국/
사편찬위원회 상. -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1984

국911.07- 399 -1 :ㄷ

정부간행물실

일 광복이후부터 년 월1945.8.15 1969 12
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수록한 연표

로 된 자료

(1945-1948)
연표 한국현대사( ) :19

김천영45-1948/ . -
서울 한울림: ,1986

김911.071- 874o :
역사자료실

해방이후부터 정부수립까지의 역사적

사건의 연표자료

(1880-1983)
한국 년사 오소백100 /
이규헌해설. -
서울 한국홍보연구소:
,1985

오911- 577 -1985:ㅎ

역사자료실

년부터 년까지의 우리나라의1880 1983
역사를 종합한 연표 이며 뒷부분에 행

정부와 국회 법원 및 정당 외국기관, ,
의 공개문서 등 수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연표편람: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서울. 26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031- 61 -1997(26) :ㅎ

역사자료실

전 권 가운데 한민족대백과사전28 26
권의 연표와 편람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사연표 이만열/ .
서울 역민사- : , 1985

이911.0022- 275 -6 :ㅎ

역사자료실

권짜리 자료이며 총서명인 영민신서1
권에 해당됨 청구기호의 권은 시리6 6
즈 권이 아님 오기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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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왕 및 왕조.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왕 왕조/ 우리나라 역대왕에 관한 자료

/歷代王朝實錄

역사편찬회 서울. - :
역사편찬출판부,
1990.

역911.003- 293o :
역사자료실

고조선부터 조선순종까지 역대왕과 위

인들의 약력 및 초상화 수록

내용 역대왕조의 계보도 수록:
역대황의 옥새및 인장 수록

한국인의 복식변천사를 수록

자 이조왕조실록.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이조왕조실록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사료코너에 국역본을

기본으로 함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일반적으로 이조황조실록은 태조이성

계부터 철종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함.
고종과 순종실록은 편찬하지 못하다가

년 이후 일제때 일본관리의 지시1910
아래 이왕직이 만들어 믿을 수 없다고

여김

조선세종이후 시록편찬 후 춘추관 충,
주 전주 상주의 사고 부보관하다가, , 4 1
임진왜란 에 모두소실 전주실록(1592)
만 남음

선조 에 명종까지의 실록을 간36(1603)
행 권을 제작 춘추관에 보804 5 1部 部

관하고 는 강화도 태백산 묘향산4 , , ,部

오대산에 사고를 짓고 보관함

조선왕실 원래의 족보명칭은 璿源系譜

인데 이를 약칭 이,酪 璿源譜酪 璿源錄

라 한다

대(1 )
태조실록은

검색서명

태조강현대황실록

임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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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태조강헌대왕실록

색인1-2, 3: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원명: 1392 7 -1398 12 :
태조강헌대왕실록이며 현존하는 강화

도 정족산본은 필사본이며 태백산본은,
인쇄본 현재 국보 호151

하륜 등이 편찬한 권 책의13(1413) 15 3
세종 년에 정인지가 개수함30

대(2 )
정종실록은

검색서명

정종공정대왕실록으

로 되어 있음 권1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399 1 -·1400 12
원명은 공정왕실록 숙종때 정종이라는,
묘호가 정해진이후 정종실록으로 지칭

세종 윤희 등이 편찬한 권 책8(1426) 6 1

대(3 )
태종실록은

검색서명

태종공정대왕실록으

로 되어 있음 1-8,
권 색인9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개월: 1401-1418 8 (17 8 )
태종실록은 년 월부터 기록되어( 1401 1
있는데 이는 태종이 즉위한 년1400 11
월부터 그해말까지 공정왕실록에 수록

되어 있기때문

원명은 태종공정대왕실록

세종 맹사성 등이 편찬한 권13(1431) 36
책16

대(4 )
세종실록은

검색서명

세종장헌대왕실록으

로 되어 있음 1-28,
연대기 색인29 ,
지리지색인30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418 8 -1450 2
원명은 세종장헌대왕실록

단종 정인지 등이 편찬한 권1(1454) 136
책67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1929-32
저본으로 영인본 제작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영인본 제작1955-1958

대(5 )
문종실록

권 색인1-3, 4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450 3 - 1452 5
현종문종실록 중 년 월과 년1451 12 1452
월 분인 권은 없음1 11
세조 정인지 등이 편찬한 권1(1455) 12 6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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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대(6 )
단종실록 1-3, 4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
역사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윤 월: 1452 5 -1455 6
원명과 초명 노산일기

예종 편찬된 권 책 숙종 년1(1469) 14 6 30
에 부록 건 간행1

대(7 )
세조실록 권1-10, 11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455 6 -1468 9
정식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 권 성8
종 신숙주등이 편찬한 권 책2(1471) 48 18
중 권은 본문 권은 부록으로 종묘제47 1
례에 쓰이는 음악악보수록

대(8 )
예종실록 권1-2, 3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469 9 -1469 11
원명은 예종양도대왕실록

성종 신숙주등이 편찬한 권 책3(1472) 8 5

대(9 )
성종실록 1-41,

권 색인42-43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 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1469 11 -1494 12
연산군 편찬한 권3(1497) 297愼承善

책150

대(10 )
연산군일기 1-8,
권 색인9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494 12 = 1506 9
중종 년 권 책 편자미상4 (1509) 63 43

대(11 )
중종실록1-52,

권 색인53-55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506 9 -1544 11
원명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

실록

호명종 등이 편찬한 권5(1550) / 105李

책102

대(12 )
인종실록 권1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544 11 -1457 7
명종 등이 편찬한 권 책4(1550) 2 2沈連源

대(13 )
명종실록 권1-16, 17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545 7 -1567 6
명종 섬 등이 편찬한 권4(1571) 34 34洪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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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대(14 )
선조실록 1-42

색인43-45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광해군:1567 7 -1608 2
등이 편찬한 권819616) 221 116寄自獻

책 이본이 있음

대(14 )
선조수정실록 권4

〃 인조 이직등편과 효종21(1643) 8(1657)
김육 등이 편찬한 권 책42 8

대(15 )
광해군일기 1-25

색인26-27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608 2 -1623 3
인조 의 편자미상 의 권 책11(1633) 187 64

대(15 )
광해군일기

인조 편자미상의 권 책11(1633) 187 39

대(16 )
인조실록 1-21,
색인22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효종: 1623 3 -1649 5
등이 편찬 권 책4(1453) 50 50李敬與

대(17 )
효종실록 권1-8, 9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649 5 -1659 5
현종 석 등이 편찬한 권2(1661) 21李景

책22

대(18 )
현종실록 권1-9, 10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1659 5 -1674 8
숙종 권대운등이 편찬한 권3(1677) 22 23
책

대(18 )
현종개수실록1-12,
색인13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1659 5 -1674 8
숙종 김수항 등이 편찬한 권9(1683) 22
책29

대(19 )
숙종실록 1-32,

색인33-34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674 8 -1720 6
영조 편자미상의 권 책8(1732) 65 73

대(20 )
경종실록1-3
또다른 한권의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720 6 -1724 8
영조 년 편자미상의 권 책8 (1732)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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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대(20 )
경종수정실록 권1

〃 정조 정존겸 등 편찬의 권 책5(1781) 5 3

대 영조실록(21 )
1-36,

색인37-38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724 8 -1776 3
정조 이휘지 등이 편찬한 권5(1781) 127
책83

대(22 )
정조실록 1-27,

색인28-29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776 3 -1800 6
순조 병모등이 편찬한 권5(1805) 56 56李

책

대(23 )
순조실록 권1-13, 14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일 년 월: 1800 7 4 -1834 11 13
일

헌종 이상환 등이 편찬한 권4(1837) 34
책중 부록 권수록 왕의 행록 시책46 2 ,

문 애책문 비문 지문 행장 첫부분에, , , , ,
순종대왕실록 순조의 원묘호가 순종이-
기대문임 년철종 년 순조로 했음-1857 8

대(24 )
헌종실록 권1-2, 3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834 11 -1849 6
철종 조인영등이 편찬한 권2(1851) 17 9
책

대(25 )
철종실록 권1-2, 3
색인

국역본 역사지도자료실: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849 6 -1863 12
고종 정원용등이 편찬한 권 책2(1865) 15 9

대(26 )
고종실록

국역본은 없음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월 년 월: 1863 12 -1907 7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년 이왕직을 설치한 뒤 실록편찬1927
자료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등 첵2455
에서 자료추출 권 책중 목록 권 책52 52 4 4
포함

대(27 )
순종실록

국역본은 없음

원본 및 원본영인본 역사:
지도자료실과 고전운영실

수록기간 년 년: 1907 -196
고종실록과 같이 일본인의 책임하에

편찬되어 많은 부분 왜곡되을 가능성

이 높다고 평가됨

총 권 책임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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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조선왕조실록인명색

인 태조 성종 세종대: - /
왕기념사업회.1 -
서울 세종대왕기념사:
업회,1997

세911.05016- 298 -1ㅈㄱ

역사자료실;
번역본 조선황조실록인명색인

주의 현재 성종가지만:

조선왕조실록 주석색:
인 세종대황기념사/
업회. -
서울 세종대황기념사:
업회, 1994

세911.05016- 298 ;ㅈ

역사자료실

차 종친회 및 족보 성씨관련자료. ,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종친회 족보 성씨/ / 성씨와 족보 종친회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관련된 이용자의 요구를 받는 자

료이다

가례보학편람 /․
전씨문헌연구소. -
서울 전씨문헌연구소:
, 1997

전999.02- 877 :ㄱ

역사지도자료실
우리 조상의 의례생활과 족보 고문서,
를 열람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전편 가례 후편 보학편이다: , :

보학해설편람 정규/
진 서울. - :
명지출판사,1989

정 역사자료실999- 118 :ㅂ 족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

의 족보해설서

관리등용제도 조선조 관제조직 관청, ,
기능 조선조문무편람 용어 해설 한국, , ,
왕조역세 중원왕조역세 한국성씨편람, , :
한국성씨일람 성씨별인구순위 양귀양, ,
성일람 본관시조별표,

성씨변천사총람 성( )
씨대보총람 성씨편/
찬위원회. -
서울 한영출판사: ,199
가장최신9( )

성999.811- 179 -1-4ㅅ

역사자료실:
각성씨의 본관 및 시조유래 역대주요,
인물 현대주요인물 항렬표 집성촌 유적, , , , ,
세계표

권 역대왕의 어안과 간단한약력 시1 : ,
조중시조초상화 성씨화보 등,
권 권 권1 - , 2 -o 3 o- ,ㄱ ㅂ ㅂ ㅈ

권 희귀성4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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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성씨의 고향 :
한국성씨대백과 중/
앙일보사, 1995.

중999.811 419 -1995:ㅅ

역사자료실

개 본관별 성씨의 가나다순으로 씨193
족의 연원 본관지연혁 세거지역대주, ,
요인물 등 수록

권말에 역대왕세계표 관직표 동서양, ,
연대표수록

인구 및 주택센서스

속보 /
경제기획원조사통계

국 서울. - :
경제기획원, 1985

경GP319.0911- 229o-
정부간행물실1985:

성씨 및 본관별 인구분포

족보 김봉곤/ . -
서울 :
씨앤드씨그룹, 1998.
-

김 역사자료실999- 517 :ㅈ 전국종친회 명단 및 전화번호가 부록

으로 수록됨

한국성씨대관 최덕/
교. -
서울 창조사: ,1995

최999.81- 661 -1985 :ㅎ

역사자료실

각 성씨의 시조 및 주요계보 주요인물,
등 수록

부록 상신록 문형록 호당록 청백리록: , , , ,
장신록 호당록문인록 왕실세계도 조, , , ,
선관진도 등 수록

한국의 성씨 및

본관조사보고 경제/
기획원조사통계국. -
서울 경제기획원: ,
1985

경GP319.0911- 2291-2 :
정보봉사실

각 성씨 및 본관에 관한 자료

한국인의

성보 한국성보편찬/
위원회. -
서울 삼성문화사: ,199
1

한999.811- 534 :ㅎ

역사자료실

각 성씨 및 본관에 관한 자료

한국인의

족보 한국인의/
복보편찬위원회.
서울 일신각:: ,1996

한999.11- 587 -1996 :ㅎ

역사자료실

현존하는 개의 상과 본관별성씨258
본을 기본으로 성씨의 가나다순795 .

성씨 시조 본관유래 세계표 역대주요- , , ,
인물 종묘 행렬표 분포상황 등과 별, , ,
책으로 가승보가 있음

한국족보대전 한국/
시족사연구회. -
서울 청화: ,1989

한999.11- 544 -1 -4 :ㅎ

역사자료실

현존하는 성씨의 시조부터 현대까지의

씨족사

성씨 시조 본관유래 역대인물 세계표- , , , ,
행렬표 유적 집성촌 현대인물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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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리와 관련된 고서들.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리와관련된

고서들

우리나라 옛날 지리와 관련된 질문에

유용한 자료들이다

대동지지 김정호/ 이외에 개자료도0231-2 3古

고전운영실에서 이용:
김정호가 지은 권짜리 지리서고종32 , 1
년 년에 완성 우리나라의 자연 인(1864) ,
문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

세종실록지리지 고전운영실2151-10 :古 조선왕조실록중 세종실록에 실린 권8
짜리 지지리로 고려말에 조선초가지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

각도의 연혁 고적 산업 지세 성씨등, , , ,
의 상세한 기록

국역 신증동국여지( )
승람 민족문화추진/
회. -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1971
신증 동국여지승람( ) /
이행 ;
민족문화추진회. -
서울 솔출판사: ,996

민981.1.- 959 -1-7:ㅅ

중앙대출대

민981.1.- 959 -1-7:ㅅㅈ

역사자료실사료코너

총 권 책으로 된 지리서 최초의55 22 ,
책은 조선 성종 에 나온 권12(1481) 50
의 여지승람인데 신찬팔도지리지를 거

쳐 성종 에 개정하여 동국여지17(1486)
승람이라는 이름으로 권을 발간 연35 ,
산군 년 에 개수 중종 에5 (1499) 25(1550)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간행됨 이책은

경기이하 각도의 연혁 풍속, , ,廟社 陵

관부 학교 산업 효열 성곽성현의, , , , ,寢

사적 등을 수록한 자료

여지도서는

영흥군지/
영흥군지편찬위원회.
서울 영흥군민회- : .
권말부록에1989

수록

영911.19- 429 :ㅇ

정부간행물실

조선시대 전국의 군읍지를 종합정리한,
조선시대인문지리서

영조 관찬도서로 개의 읍에36(1760) 290
관한 인문 사회 산업 국방 지리등을 다, , , ,
룸

장의 색지도를 포함하고 있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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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중보문헌비고 세종/
대왕기념사업회.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원본 고서 고전자료운영실

역사지도자료실 비치분중

빠진 것은 중앙대출대에서

이용할것

세 각권마다911.- 298-
도서기호가 달리나감

기술하지 않음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의 문물과 제도를 수록한 권 책250 50
에 달하는 자료 흔히 문헌비고라고도

함

조선여조 에 관찬으로 간행 중46(1770)
국의 문헌비고를 보방 고 권으로13 100
편찬 동국문헌비라고 함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수 동국문헌비고는 융희1908 2
년 에 고 책으로간행(1908) 16 250
이용자의 요구는 국역 증보문헌비고가

많음

내용 상위고 여지고제계고 예고 악: , , , ,
고 병고 형고 전부고 재용고 호구, , , , ,
고 시적고 교빙고 선고고 학교고 직, , , , ,
관고 예문고 고, (16 )

호구총수 서울대학/
교규장각.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부,1996

서911.058- 792 :ㅎ

역사자료실

세기 후반 전국의 인구자료를 정리18
해 놓은 인구통계책

우리나라조선 정조 년 년에 편13 (1789)
찬된 권 책의 자료9 9
태조 년 부터 정조조까지의 역대4 (1397)
호수 기록

전국팔도의 각 호수와 각면의 남녀별

인구를 소개한 저자미상자료

타 한국인물 및 인명정보.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국인물 인명정보/ 한국의 위인뿐만 아니라 조상의 흔적

을 찾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하다

국조인물고 서울대/
학교출판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부 영인본, 1992 ( )
국역 국조인물고( )
권1

서991.1- 794 -1992(1-3)ㄱ

역사자료실 영인본: ( )
세 세991.1- 298r -1ㄱ

역사자료실 국역: ( )

조선조때부터 숙종때까지의 인물 2091
명의 전기를 기록 성명 가계 본관 등, ,
수록

국역본이 에 책 들어옴 전 권2000 .6 1 34
완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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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실록 대한민국( ) /
한국언론인클럽. 2
-
서울 한국언론인클:
럽기자클럽,1996

한911- 557 -2 :ㄷ

역사자료실

권의 내용은2
명부 역대 부요인 대한민국지방의회의- 3 ,
원 지방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199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1995),
자료편 한국통계 선거제도일람 국보1- , , ,
보물 사적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 ,
북한문화재 훈장일람,
자료편 대한민국헌법 및 각종선포문2-
및 남북관계일지 및 합의문등 수록

한국을(
움직여온 대한민국)
현대인물사 /
대한민국공훈사발

간위원회 서울. -
:
대한민국공훈사발

간위원회, 1991

대991.1- 455 :ㅎ

역사자료실

생존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을

각 분야별로 수록한 자료

내용 부 사진과 화보: 1 -
부 각 분야별인물사2 -

대한민국현대인물

사대전/
대한민국국사오천

년사편찬위원회. -
서울:
대한민국오천년사

편찬위원회,1996

대911- 455 -10:ㄷ

역사자료실

우리나라의 현대인물과 관련된 자료

대한민국현대인물

선 /
대한민국현대인물

편찬회 서울. - ;
대한민국현대인물

편찬회, 1991

국911.063- 399 -1-35:ㅎ

정부간행물실

년이후부터 년도 까지의 각분1945 1990
야별 작고 및 생존인물수록

앞부분에 년이후의 화보와 사건일1945
지가 중요

북한인명사전 /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
서울. :
서울신문사. 1991.
-

서991.1- 814 -1991 :ㅂ

역사자료실

북한의 역사적인인물 및 전 현직의 주.
요인물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여 만1
여명 수록한 북한인물자료

사도청백효 선행, , .
상보감 ;
사도종합특집판 /
사도청백효 선행. . .
상보감 편집부. -
서울 동 편집부: .

사190.28- 186 -1991 :ㅅ

철학종교자료실

사도청백리 효행 및 선행상 수상자들, ,
을 수록 사도편 청백편 효 선행편으로, , .
구분 가나다순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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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신한국향토대백과( )
인물의 고향 :
북한편 /
중앙일보사 -
서울 중앙일보사: ,

별집1999. 1:
지명인사편

중 한981.1- 419 - 613 -1(ㅇ ㅎ

별집 지명인사편1: )
역사자료실:

별책 지명인사편 북한지명인사 남한1( ): ,
에 사는 북한출신지명인사와 이북 도5
민 실향민 단체가 도별로 수록되고, .
도 아래 도청 중앙도민회 도민회유관, ,
단체 각 시 군민회별로 구성되어 있고, , .
각종 법인과 주요기업체에 대한 내용

도 수록

주요 기관장

행정인사요람 요람/
편집부 서울. - :
서전각, 1996

서350.028- 872 -1996 :ㅈ

정보봉사실

각 행정부처 및 주요기관에 종사하는

인물 수록 인물의 가나다순

최신한국인사록 /
편집부편 서울. - :
경제통신사, 1974

중앙대출대2513-88: 년 당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사회1974
인사 수록 인명의 가나다순이며 제일. ,
한국실업인명단도 수록

인명대사전 /韓國

한국인명대사전편집

실. -
서울 신구문화사: ,
1992.

한990.3- 586 -1995:ㅎ

정보봉사실

고조선부터 년까지의 각 분양의1966
두드러진 주요인물을 인명의 가나다순

으로 수록 권말에 한국사와 연관된 외

국인명과 역대관직표 왕실세계표 성, ,
씨시도일람표 지방변천일람표 조선공, ,
신일람표 당쟁계보도 대외조약일람표, , ,
조선가문계보 한말의병활동개요표 시, ,
호일람표 인물연표가 수록,

한국인물대사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중앙- : M&B,

1999.
최대최신( )

한991.103- 613 -1-2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만 천명의 유명인물 및 각계1 6
인사를 수록한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

부록에 왕실세계도 유명인의 자호 및,
시호일람표 상고시대부터 년까지, 1910
의 관직 기구 법제 용어해설이 포함, ,

사진으로본 한국인( )
물연감 /
한국인물연감사. -
서울:
한국인물연감사,
1993

지난 년간 활약이 컷던 주요인물들을1
수록 국내인사 명과 해외동포. 7300 200
명 등 수록

국가유공자 정계 행정계 학계 교1. , 2. , , ,
육계 산업경제편 법조계 언론문, 4. , 5. , 6.
화계 의학계 문화예술 체육, 7. , 8. , 9. , 10.
종교 사회사업 해외동포 등 수, 11. , 12.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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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국인사록 판;1993 /
한국인사록편집부. -
서울 서진각: , 1993.

한911.028- 578 :ㅎ

역사자료실

국내 각계층의 인사 천여명 수록 성씨

의 가나다순 배열

파 한국사관련 사전류.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국관련 사전 한국사의 전반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한

자료들로서 일반적인 역사자료의 문의

에 적합하다

국사대사전 유홍렬/
감수 서울. - :
아카데미,1978.-
한국사대계 /
서울 :
아카데미.1978. -

한911- 521 -1-12 :ㅇ

역사자료실

국사학분야의 권위자들이 지은 한국통

사

권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1-9 :
지 시대별 편성

권 연표10 :
권 편람은 한국사관련 제도와11-12 :

일람표들

한국사대사전 /
고려출판사 서울. -
고려출판사: , 1996

고911.003- 414 -1996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사백과사전으로 항목마다 내용이 간략

하게 설명되어있음

책앞에 국보도감수록 뒷부분에 연표수,
록

한국의 역사 이현희/ .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87
이911- 784 -1-20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엮은

역사해설서

권 시대별 내용수록1-11 :
권 생활철학 권 법령과제도 권12 : , 13 : , 14 :

씨족사회와 성씨 권 한국문화 천, 15 : 5
년 권 우리의 풍속과 행사 권 양, 16 : , 17 :
반과 민중의 갈등 권 여성의 근대, 18 :
화운동 권 기호품과 취미생활, 19 : , 20
권 인물로 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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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구각대백과사전/
한국학대백과사전편

찬회. -
서울 을유문화사: ,198
9

한911.003- 638 -1-3 :ㅎ

역사자료실

한국역사와 관련된 주제별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알수 있는 한국학백과사전.
수록항목마다 출처와 서지를 수록

권 국 지리 고고 정치 제도 회1 : , , , , ,ㅌ

경제 종교 사상 교육 민속 전설, , , , ,
권 어문학 문학 예술 과학 기술2 : , , , , ,
서지 인문,
권 별책부록 권내용요약3 : -1,2
역대왕실세계표 역대직관표 조선왕조, ,
역대상신 감사일람표 국조방목 음양, ,
력대조표 시호 호보 연표 등, , ,

하 화보자료.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화보자료 화보 및 사진자료는 출판인을 비롯 의

외로 많이 찾는 자료이다.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 /
안종익. -
서울 조선일보사: ,
1986

안911.059- 611 :ㄱ

역사자료실

년 조선일보사와 프랑스대사관이1986
한불수교 년을 맞아 전시한 화보와100
사진들을 수록

우리나라 구한말의 시대상황을 알 수

있는 화보 위주의 자료 사진 약간

대한민국

광복기록사 사진가:
특별기고로 엮은 /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

대한민국공훈사발간

위원회 화보, 1991( )

대911.07- 455ㄱㄷ
대 동일자료911.07- 455 :ㄱㅂ

역사자료실

광복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주요사건 및

시대상황을 알 수 있으며

부에는 화보로 부 에는 기록사로 구1 2
성되어 있음

한국 광복기록사 한( ) /
국인물연감사 편.
서울 한국인물연감사:

화보, 1999( )

한911.07- 586 -1999ㄱ

역사자료실:
광복이후부터 오늘까지 주요사건 및

시대상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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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사진으로보는 근대( )
한국 /
서문당편집부.
서울 서문당- : ,1987

서380.911- 695 -1999(1-2)ㄱ

사회과학실과 역사자료실:
별치자료

개화기에 일제하 간의 우리나라 산36
하와 풍물등 역사를 매의 사진과900
화보로 기록한 자료

상권 경성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 , , ,
남북도 경상남북도,
하권 황해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 , , ,
경남북도 등 수록

실록 대한민국( ) /
한국언론인클럽. 1-2
-
서울 한국언론인클럽:
기자클럽,1996

한911- 557 -1-2 :ㄷ

역사자료실

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전후해서1919
문민정부 까지의 역사적인 사실과(1995)
더불어 사진을 수록

권은 명부 역대 부요인 대한민국지방2 - 3 ,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및의회(1991),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19958),
자료편 한국통계 선거제도일람 국보1- , , ,
보물 사적천연기념물등 지정문화재, ,
북한문화재 훈장일람,
자료편 대한민국헌법 및 각종선포문2-
및 남북관계일지 및 합의문등 수록

사진으로보는 독립( )
운동 이규헌해설/ .
서울 서문당- : ,1987

이911.063- 177 -1999ㄷ

역사자료실(1-2) :
독립운동기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들을 담은 사진과 화보

상권 신미양요 운동: 1871 - 3.1
하권 대한민국임시정부 년: - 1948

민족대드라마의

현장 ; 1945-1953/
내외기자클럽.
서울 한국사진문화원:
, 1988

내911.07- 625 -1-3 :ㅁ

역사자료실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전후한 1945-1953
년까지의 역사적인 사진자료

분단 년45
사건 년 한국조사45 /
기자회. -
서울 한국교육문화원:
, 1988

한911.07- 615 :ㅂ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해방이후 년동안의 역사적44
사건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분, , , ,
야로 나누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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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서양인이 본 조선 :
조선관계서양서지:

박대헌1655-1949 / .
-2. -
서울 호산방: ,1996

박911.0016- 269 -1-2ㅅ

역사자료실

년간 서양에서 출판된 종 책300 188 287
의 서지이나 서양책들에 수록된 사진

과 삼도가 우리나라 옛날의 시대상이

나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화보를 수

록하고 있다

각 책들에 수록된 목차와 삽화목록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음

상권: 1655-1904
하권: 1905-1949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
서문당편집부. -
서울 서문당: , 1999

서380.911- 695 1999(1-2) :ㅅ

사회과학실과 역사자료실

별치자료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을 살펴볼 수 있

는 사진과 화보집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1876/
권오기. -
서울 동아출판사: ,
1991

미소장 우리나라의 개방이후 년간의 역사100
와 생활을 수록

편 국토 년 편 근대화밀물 편 독1 : 100 , 2 : , 3 :
립항쟁

어제의 한국 오늘의

한국 /
한국조사기자회 편..
-
서울 한국조사기자회:
, 1990-1996

한911.07- 615 -1996ㅇ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해방이후부터 현대까지 역사

적 사건을 사회각분야별로 수록

사진으로 본 한국의( )
백년:
근대한국(1871-1910
김원모 정성길) / , .

-
서울 한국문화홍보센:
터

김911.059- 723 :ㅎ

역사자료실

년전의 한국 김원모정성길 서울100 / , . -
카톨릭출판사 의: , 1986
증보판으로 정치 고궁과 서울 교1. , 2. , 3.
통 산업 상업 농업 교육 군, 4. , 5. , 6. , 7. , 8.
인 유희오락 풍속 복식과 부, 9. , 10. , 11.
산 제물포 제주도 관혼상제 등의, , , 15.
순으로 근대한국을 표현한 사진으로

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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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및 지도자료 참고정보원에 관하여6.
지리 및 지도자료의 참고자료의 경우 대부분 지도와 지명에 간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로 그 내용은

가 고지도.
나 서울특별시지도.
다 왕릉.
라 지도관련기관들.
마 지명사전류.
바 지번 및 토지정보.
사 지적임야 지번구획도. ,
아 지형도지도첩.
자 한국지명.
차 행정구역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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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지도.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고지도 우리나라 고지도에 관한 자료문의에

적합한 자료

동여비고 경북대학/
교출한부. -
대구 경북대학교출판:
부. 1998

경989.11- 181 :ㄷ

역사자료실

조선시대 영조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세하고 체계적인 형태의

고지도지도첩

우리나라 전국과 일본의 행기도가지

수록지역별 사찰과 읍지 성곽 등 상세,
한 지도들이 수록

서울의 고지도/
허영환. -
서울 삼성출판사: ,
1989.

허989.116- 152 :ㅅ

역사자료실

서울의 고지도 지도집

년 이전에 제작된 조선시대와 일1939
제시대 중심의 서울지도지도집

제작연대순이며 한성전도 성시전도, ,
한양전도등 수록

서울의 옛지도/
이찬 양보경: . -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19
95.

이902.89- 684 :ㅅ

역사자료실

서울의 고지도중 조선시대데 제작된

서울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성곽도 군,
현도 궁역도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정도 년 서울지도( 600 )
허영환/ . -
서울 범우사: ,1994

허989.116- 152 :ㅅㅇ

역사자료실

조선시대부터 광복이후 년 월까1993 2
지 서울지도 수록

한국고지도목록/
건설부국립지리원. -
서울 건설부국립지리:
원,1979

2702-71 :
정부간행물실

현재 각종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소장

된 우리나라 고지도목록 간략한 해제

수록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국사편,
찬위원회 장서각 서울대도서관 과, , 6
개대학 도서관 소장품 대상

한국고지도

발달사 이상태/ . -
서울 혜안: , 1999

이989.11- 363 :ㅎ

역사자료실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를 중심으로 우

리나라 고지도의 발행실태와 특징 종,
류등의 연구서 조선전기동국여지승람,
편찬과 동람도제작 후기의 관방도제작,
등과 고지도의 실태분석과 군현의 변

천 지도제작시등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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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해동지도 서울대학/
교규장각. - 1-2
서울 서울대학교규장:
각, 1995
해설 색인3. ,

서989.11- 792 -1-2ㅎ

역사자료실

서989.11- 792 :ㅎㄷ

해설색인,
역사자료실

조선후기에 제작된지도를 이해하는데

기준이되는 지도집

세기 중엽의 전국 개 군현지도와18 330
전국지도인 대동총도 도별도와 관방지,
도 조선과중국국경지도인 서북피아양,
계전도 수검관방도 세계지도인 천하, ,
도 일본 중국등의 지도를 포함 종, , 370
의 지도 수록

나 서울특별시지도.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서울특별시지도 지도자료의 검색에는 어려

움이 많은 만큼 검색에 신

중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변

천과 더불어 실제 지도를

도시공학이나 기타 행정학

분야연구자를 하는 많은

이용자가 찾는 자료이다.

구별

지도

서울특별시구별안내도 책( ) 서981.26- 821 :ㅅ
역사자료실

출판 금양출판사: (1984) :
축척

서울특별시구별지도 책( )
금 역사989.116- 9833 :ㅅ

출판 금양출판사: (1987) :
축척

서울특별시구별행정구지도

책( ) 한 역사989.116- 621 :ㅅㄱ
출판 한국지도: (1980) :
축척

시도

서울특별시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A981.16-2 :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89)

축척: :50000
서울특별시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A981.16-3 :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89)
축척: :50000

도시

계획

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내도

낱장지도( )
한 역사자MA989.116- 621 :ㅅ

료실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86)
축적: 2500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총괄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B539-7-1: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축척: :
:5000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총괄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B539-7-3: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축척: :
:25000

전도

서울특별시전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A981.16-2 :
역사자료실MA981.16-8 :

출판 성지문화사: (1992,1994
축척-1999): : 4000

서울특별시전도 낱장지도( ) 역사자료실MA981.16-3 :
역사자료실MA981.16-7 :

출판 성지문화사: (1992,1994
축척-1999): : 4000



역사지도자료실 참고정보원 활용에 관하여 121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번

안내

도

서울특별시지번약도:1-2
낱장지도( ) 중앙대출대6369-15 : 출판 삼능지도공업사:

축척(1960) :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 책( ) 한MA989.116- 621 :ㅅㅇ

역사자료실

출판 한국지도: (1986)
축척: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 책( ) 서MA989.116- 823-1987
한MA989.116- 621ㅅㅁ

-1-4(1987)
한MA989.116- 621 :(1988)ㅅ

한MA989.116- 621 -1-2ㅅㄷ

역사자료실:

출판 한국지도: (1987)
출판 :
한국지도 축척(1987): :5000
출판 한국지도: (1988)
출판 한국지도: 1989-90
축척 :5000

지번

약도

서울특별시지번약도1-2 중MA989.116- 419 -1-2ㅅㄴ 출판중앙지도문화사: (88-89
)

서울특별시지번약도 중MA989.116- 419ㅅㅇ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94)

지번

안내

도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

(1987)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역사자료실 소장:
한989.1162- 621ㅅㄱ
한989.1162- 621ㅅ
한989.1169- 621ㅅㄷ
한989.1169- 621ㅅㄱ
한989.1169- 621ㅅㄴ
한989.1161- 621ㅅㄱ
한989.1163- 621ㅅ
한989.1169- 621ㅅㄱ
한989.1167- 621ㅅ
한989.1166- 621ㅅㄱ
한989.1162- 621ㅅㄴ
한989.1161- 621ㅅ
한989.1169- 621ㅅ
한989.1168- 621ㅅ
한989.1166- 621ㅅ
한989.1165- 621ㅅ
한989.1164- 621ㅅ

출판 한국지도: (1987)

서울특별시 지적 임야약도, 역사자료실MA359.116-2: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96)
축척: 85000

서울특별시 지적 임야약도, 성MA989.116- 199ㅅㅇ
성MA989.116- 199ㅅㅌ

역사자료실

출판 성지문화사: (996)
출판 성지문화사: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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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형

도
지형도 서울 낱장지도( ) ( ) 중앙대출대2710-14; 출판 대한위경사: (1961)

행정

구역

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조정도
정부간행물실2710-42: 출판 서울특별시: (1975)

축척:

서울특별시행정구역도 역사자료실MB359.08-2 :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89)
축척:

서울특별시행정구역지도(4)
서울특별시행정구역지도

MA359.116-1-1-4
MA359.116-4-1997:
역사자료실

출판 성지문화사: (1995)
축적

출판 성지문화사: (1997)
축적

현황

도

서울특별시현황도 한989.116- 621 :ㅅㄴ

역사자료실

출판 한국지도: (1986)
축적: 10000

서울특별시현황도 중989.116- 419 :ㅅㄷ

역사자료실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87)
축적: 10000

다 왕릉.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왕릉 우리의 유저가운데 왕릉을 찾는 이용

자의 서비스에 적합

고려조선릉지 목을/
수. -
서울 문성당: ,1991..

목911.04- 471 -1991 ;ㄱ

역사자료실

우리나라의 왕릉에 관한 자료

개의 왕릉에 관한 역사적배경과 특104
징 및 왕 왕비 왕세자책봉 즉위일, , , ,
승하일 장례일 능호시호 시책문 등, , ,
수록

권말부록 국장의식 종묘제례의식 산: , ,
능제례의식 등 수록

왕릉 한국문원편집/
실. -
서울 한국문원: ,1999

한911.05- 492 -1999 :ㅎ

역사자료실

조선왕조 왕릉 곳을 사진 과 해설로44
소개 왕위를 이어받은 명의 왕과 사27
후 왕의 칭호를 받은 왕까지 수록 왕

릉과 정치제도에 관련된 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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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도관련기관들.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도관련기관 지리 및 지도와 관련된 단체들의

안내를 위한 전화번호

국립지리원 수원/ 0331-210-2600
국토개발연구원 안양/ www.krihs.re.kr/
대한국토학회 서울역삼/ 02-563-3991
대한지리학회 서울신림/ 02-876-2853
대한지질학회 서울역삼/ 02-3453-1550
서울대학교지역종합연구소 02-889-0193
성지문화사 02-795-9941, 0881-3
중앙지도문화사 02-730-9191
한국관광지리학회 서울동/
대문

02-961-084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서/
울

한국지리교육학회 서울/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타 02-3703-5060-3 토지소유정보를 전화로 알아 볼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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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명사전류.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명사전 지명을 알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들

세계지명사전 연합통신/ .
서울 연합통신: , 1989

연980.3- 351 :ㅅ

역사자료실

연합연감 년 의 별책 간행함(1988 )
국명수도명 목록 수록.
각지명이 가나다순이며 지명의 지방

자치단체지역 면적 소재지 교육기, , ,
관 인구 공식명칭 옛이름 등 수록, , ,

세계지명사전/
민속원편집부. -
서울 민속원: , 1989

전 권이나 미소장본이다6

지리학대사전 한국지지연/
구소 마문길: . -
서울 박영문화사: , 1991.

마980.3- 148 :ㅊ

역사자료실

지리에 관련된 기본용어 등을 선정

한 용어사전 가나다순

부록 우리나라지도의 발달과 고지:
도의 도면 지질연대표 한국지질계, ,
통 세계인종구분과 분포지역 수록,

현대인지리학사전 존스톤/
그레고리 한국지리연구회: .
서울 한울아카데미: , 1992

존 한980.3- 965 -1997ㅎ

역사자료실:
인문지리학의 용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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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번 및 토지정보.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번 및 토지

일제시대서울시지적도

소장처

서울시립종합자료관

T: 731-6927-8

지번변경명세서 서울특별시/ .
서울 서울특별시- : , 1977

GP6741-55 :
정부간행물실:

지번변경편람 서울시중구/ 일제시대 동명도 수록

토지소유정보
국토정보센타 행정자치부( )
T : 3703-5060-3

토지소유주

확인

일제시대 관보 정부간행물실 조선말기 년 전후 양안1900
에 소유주가 표시됨

각지명은 고서목록에서 찾

아볼 것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진내육조 서울 대. - :
림도서출판사, 1982

2710-47 :
중대출대

서울시 토지소유주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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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적임야 지번구획도. ,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적임야 지번구획도, 지번안내도 지번약도 지번, ,
구획도는 키워드검색불능

경산시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광주공역시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지번구획입 최신광주직할시지번( )
약도

“ “ (1988)

지번구획입 최신군산지지번약도( ) 역사자료실 “ (1989)
기장군지번약도 “ 울산지도센타 (1995)
김해시지적임야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대구직할시지번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지번구획입 최신대전시 지번도( )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87)
부산광역시지전약도 상하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지번임 부산시가지도 이기락( ) / 중앙대출대 대한서림 (1960)
부천시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지적임야지번구획도 서울특별시( )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96)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1987)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 , ,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 , ,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 , ,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 , ,
중구

역사자료실 출판 한국지도: (1987)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

강북지역 상 하1-2 : -
강남지격 상 하3-4 : -

역사자료실 출판 한국지도: (1988)

신편서울특별시 지번약도 상 하-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88-89)
지적임야 지번구획입 성남시지번( )
략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96)

서울특별시 지적 임야약도, 역사자료실MA359.116-2:
성MA989.116- 199ㅅㅇ

역사자료실

성MA989.116- 199ㅅㅌ
역사자료실

출판 중앙지도문화사: (1996)
출판 성지문화사: (996)
출판성지문화사: (1997-1998)

지적임야지번구획입 수원시지번( )
략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96)

지번구획입 최신수원시지번도( )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1989)
안양군포의황시 지번약도, , 역사자료실 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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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양산군 지번약도 책. ( ) 역사자료실 울산지도센타

울산시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88,1996)
인천직할시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88,1996)
전주시 지번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창원 마산시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청주시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춘천시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평택시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한국지도(1990)
하남시 지번약도 역사자료실 중앙지도문화사 축척(1996)

아 지형도지도첩.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지형지도첩 각 지방의 지형도는 지도자료

가운데 지방별로 내용이 다양하

고 방대하다

강원도 강릉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구정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내평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도암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묵호 울릉,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봉평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삼척 상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삼척 하 매월,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속초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안흥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어른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연곡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월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예미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128 역사지도자료실 참고정보원 활용에 관하여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강원도 용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원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임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장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정선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철원 갈말,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춘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태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평창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홍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경기도 강화 김포,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난치 대부,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남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문산 포천,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수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안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안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양수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여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용유 인천,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용인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이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일동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장호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평택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포천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경상

남도

거제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거제 매물,G,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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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경상

남도

거창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곤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김해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남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남해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마산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밀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방어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부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산청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삼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삼천포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양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언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울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진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창령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창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충무 상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충무 하 육지,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하동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함안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함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경상

북도

가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경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군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기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길안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김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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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북도

대구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대보 감포,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동곡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방곡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불국사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상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선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소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안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안동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덕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예안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예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왜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울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의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점촌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죽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송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포항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화북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전라

남도

거금 손죽 광도,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고흥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광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광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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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

구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나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담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독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돌산 두미 소리,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목포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복래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비금 소초,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순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신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여수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암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와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완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임자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자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장흥 상 하, -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조도 진도,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풍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하의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해남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화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화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전라

북도

갈담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고창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군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남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무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무풍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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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전라

북도

부안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순창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운봉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위동 법성,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이리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임실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서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전주 소초,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정읍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진안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충청

남도

공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근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논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당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대전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대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만리포 근홍,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서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서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신은 상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신은 하 고남,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아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예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전의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한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홍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충청

북도

관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단양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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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충청

북도

덕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미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보은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서산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서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속리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엄정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영동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음성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이원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제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진천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청주 상 하-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충주 역사지도자료실 국립지리원 축척(1996)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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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국지명.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한국지명 옛지명을 찾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

합한 자료

한국고지명사진 전용신/
-
서울 고려대삭교민족문화:
연구소,1993

미소장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지명중심의 우리나라 옛지명

을 설명함

지명의 가나다순으로 원지명과 현재

의 지명변천과정을 간략하나마 볼수

있다

한국땅이름큰사진 한글학/
회 서울 한글학회. - : , 1991

한981.103- 655 -1-3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의 옛날과 지금의 지명을

조사한 지명사전 한국지명총람 각지. (
명의 유래 변천과정 주위환경 등, ,
수록)

한국지명연혁사전 권상노/ .
사을 이화문화출판사- : ,

1994
권981.1- 574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지명을 동국여지승람 삼,
국사기 고려사 문헌비고등 우리 예, ,
지리지를 기본으로 하여 가나다순으

로 만든 연혁자전

역대지리연혁열랍표 신라구주행정,
구역표 고려일정오도양계행정구역,
표 대한 부행정구역표등 수록. 23
고지명을 찾는데 유용하나 연도가

단기로 표기된 불편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
서울 한글학회- : ,

1966-1986
한981.103- 655 -1-18 :ㅈ

역사자료실

한구지명에 관한 권으로 구성된자20
료로 제일 유용하다.
책마다 도별로 되어 시군별행정구1
역표 옛지도 관내도 명승고척사진, , ,
등 수록

도시구별지명의 지리 역사 사회적, ,
지역의 특성을 수록한자료

내용 서울편 강원편: 1, (1966), 2,
충북편 충남편 상(1979), 3, (1979), 4, ,

하 경북편(1979), 5-7, . 1-4(1979),
경남편 전북편8-10, ,1-3(1979), 11-12, ,

상하 전남편(1979), 13-15,
전남편 제주도 경기편상16, 4 , 17. . -18

권 경기편 하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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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행정구역 관련자료.
항 목 청구기호 및 배가위치 참 고 자 료

행정구역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른 토지소유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 적합한 자

료

전국구간리정총람 전국구/
간리정총람편찬회. -
서울 교육주보사: , 1986

전981.1- 698 :ㅈ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관한 자료

내용 전국행정구역변천과정 전국: ,
시군구별 구간거리표 전국행정관할,
지역시도군읍면동 교통량 과 부록,
공무원지정숙박업소와 국내여비규:
정 등 수록

전국지명록 시도시군구읍:
면동리 삼경 서울/ . -
삼경: ,1995

삼981.1- 427 :ㅈ

역사자료실

년 행정구역 개편에 준한 시도1995
군구읍면동리명 만을 우편번호와

함께 간단히 수록

북한행정구역도 포함되어 있음

신구대조( )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이

람 조지유칠/ . -
동경 초풍관: , 1994

오981.1- 766 :ㅊ

역사자료실

조선총독부시대의 우리나라지명에

관한 자료

일본인이 작성발간한 자료이나 조

선총독부시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자료

부록 현대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표:

중부지방표준지명이람 백/
용정 서울 백용정. - : , 1995

뱍981.1- 977 :ㅈ

역사자료실

우리나라중부지역 서울 경기 강원( , , ,
층청북도 의 표준지명과 더불어 소) ,
재지 경도 위도를 수록, ,

한국행정구역총감 한국행/
정구역총람편찬회. -
서울 한국행정문화원: , 1993

선359.11- 967 :ㅎ

역사자료실

우리나라 개시도의 연혁 및 인구15
추이와 개구기군구 개 읍면278 , 3668
동의 가구 시군구의약도와 구간거,
리표등 수록

남북한 행정관할구역요람( ) /
전재곤. -
서울 제일가제법령출판사: ,
2000

전359.02- 941 -2000:ㅎ

사회과학실

남북한지방의 모든 관할과 지명을

한글과 한자 및 영문으로 표기함

사이의 명칭변경 행정관할구94-98 ,
역확대 인구 면책 관공서위치 시, , , ,
도군구의장의회의장 명단 수록,



현대도서관과 목록
*

Pat Oddy 著
최 희 곤 譯

**

목 차< >

초록< >
서론1.
현재성과 적용범위2.
이용자들의 정보검색3.
무엇에 관한 투자비용인가4. ?
비용 절감5.
최소 수준의 목록레코드6.
여전히 예비자료는 증가 하는데7. …

처리과정의 능률화8.
질적인 측면9.
모든 시장에 해당되는 것은10.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록을 필요로11.
하는가?
결론12.

초록< >
장서없이는 목록도 없다 목록이 없이는 장서는 최적의 상태로 거둘 수 없다. .
편목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도서관 장서를 그것이 무엇으로 이

루어지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 .
또한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창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이 논문의 의도는 편목과 정보시대의 목록의 현실적인 방법을 보여주기 위.
한 시도이다.

* 이 자료는 의 를 번역한 것임Pat Oddy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
** 대진대학교 한성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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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목록은 사서가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정보를 사

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용정보는 서술적인 목록규칙 주제명 목록규칙. , ,
분류표 응용정책과 모든 종류의 형식과 파일들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 .
내는 정보는 전거레코드와 목록레코드에 넣는다 결국 전체의 과정은 도서 문. ,
서 필사본 데이터베이스 음향녹음 비디오 사진 도서관장서의 다른 모든 지식, , , , , ,
의 전달물 등으로 전개해 나간다.
목록의 기술은 서지적 정보가 다루어지는 구조안에서 서지적 표준화에 대한,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응용정책에 대한 주해를 창의적으로 가져오는데 있

다 고도로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목록자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며 목록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술들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통제어휘접근점을 결정.
하며 서지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서지 데이터의 과정에 관한 규칙 무엇, ,
보다도 문제나 특수한 경우를 확인하고 우선시하는데에도 적용된다 조직과 장.
서의 이용이 표준화를 요구한다 바꿔 말해 표준화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지역사.
회의 이익을 위해 도서관 장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의 일관

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목록과정에서 표준화 도구 정책의 적용에 대해 오늘날, , ,
목록 관리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현재성과 적용범위2.
목록이 이용자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면 목록과정의 책임 관리자

들은 두 가지 목적 현재성과 적용범위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를- - .
검색할 때 정보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레코드가 목록에 없다면 정보는 이용자,
에게 손실된 셈이며 장서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이용자들은 목록이 전.
체의 장서를 전부 대표하고 있다고 당연시 생각한다 온라인목록은 이용자가 장.
서에 관한 요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서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치를 높여준다 또한 이용자들은 인쇄물이나 피쉬 물을 통해 얻는 것. (fiche)
보다 온라인목록검색을 통한 결과를 훨씬 효과적으로 본다 융통성있는 검색 형.
식은 컴퓨터 그 중에서도 키워드 검색에 의해 가능해졌고 이용자들이 무엇인가,
가장 빈약하게 체계화된 목록이라도 검색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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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마치 장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한 것인양 착각한다 고도.
의 이용자들의 자동화목록에 대한 믿음과 기대치는 목록 관리자들이 현재성과

적용범위를 최대수준으로 제공하려 했던 것 보다 더 중요성을 둔다.
목록에서 현재성과 적용범위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때 도서관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목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목록 관리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목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들과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상세화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도서관의 자료가 개개의 저널 기사까지 포함? ,
해야하는가 정기간행물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정기간행물 특정 주제분야에 대? , ,
한 간행물과 같은 모든 목록 기록에서 권위 통제 표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가 아니면 검색키워드 자체가 일부 자료의 목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
인가 비표준 레코드가 레코드가 없는 것보다 정말 더 나은 것인가? ?
레코드의 내용이 한 항목에 대한 지적작업의 분석결과라 할 지라도 목록레코

드는 개개의 물리적인 전달자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목록은.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업무의 내용과 사서들의 이익을 위한 항목

의 내용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반한다 가사 정보는 사서들이 그 항목의 물리적.
위치정보를 따라가게끔 한다 그것이 임대이든 수리되고 있는 집이든 간에 그.- .
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유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목록자의 몫이

다 최소한 목록관리자는 업무와 물리적인 단위에 관련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의 접근시스템은 도서관 자료의 보안과 보전.
을 적당히 생각하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목록 과정을 수행시 이용가능한 수단과 자원들은 정체 생태로 존재하지 않는

다 의사결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정은 현재의 선택과 가능성에 비추.
어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성과 적용범위의 두가지.
목록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정보검색3.
보통 이용자들 심지어 일반 사서까지도 목록이 장서에 대한 유일한 접근점이,
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자료를 목록하는데 야기된 그들의 실패에 대해 목록자.
측에서 나온 비평은 그러한 가정에 근거한다 물론 목록은 그렇지도 않으며 그.
런 적도 없으며 결코 장서의 내용에 대한 유일한 접근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항목수준에서 말하면 목록되지 않고 도서관에 의해 구입된 자료는 여



현대도서관과 목록 139

러 형태의 수서파일에 기록될 것이다 구입 기증 그리고 교환 주문을 통해 얻. , ,
어진 자료는 종종 물리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목록되지 않는 자.
료들에 대한 정보는 직원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또.
다른 정보의 수준에서 지식의 전달자라 부르는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데이터베, ,
이스 다른 복잡한 업무나 데이터의 도서 목록 항목들도 생각해야 한다 목록은, .
서지적 전달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업무 정보 데이터 등. , ,
은 아니다 결국 도서관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사본이나 대여 또 다른 자료. ,
를 통해 입수 가능한 자료는 많다.
원격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전자본문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도서관상호대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이다 보다 빠르며 대출로 인한 문제를 수반하지도 않고.
대출처리 나은 옵션인 사진 복사와 같은 다른 면도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
요구를 가용자료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장서의 영구한 부분이 되기 전까지. ,
받은 도서관 목록 중에 복사하거나 다운로드된 자료를 기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

어서는 안된다 사진문서의 색인이 문서의 사진들을 포함하듯이 도서관의 목록. ,
은 도서관의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문서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며 다른 원격.
검색용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관에 의해 기록되고 조직되며 색인되

어야 한다.
장서정보에 대한 자료의 결여는 효과적인 검색을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광범.
위하지 못한 목록은 집적된 서지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에 질적으로 좋지 못하

다 규칙은 변하고 목록의 매체도 변한다 자동화목록은 현재 최상의 위치에 있. .
다 소급변환프로그램은 이 단 하나의 매체의 범위 안에서 목록의 조직을 서서. ,
히 다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레코드의 종류는 목록 표준화와 정책의.
연대기적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수의 컴퓨터 목록 안에서 서지 축적의 문제

는 여전히 있다.
정보의 분산은 이용자들에게 장애물이다 그러나 인식되어왔던 장애물이고 극.
복될 수 있는 장애물이다 목록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 또는 이중으로.
복제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일반적으로 목록은.
모든 항목들을 찾아내지는 않는다 그것은 정보가 분리된 색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나 정보전달 업무자체가 색인이나 알파벳 순서 수량적 구조를,
통해 분석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목록은 정보접근에 대한 많은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목록은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하.
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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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관한 투자 비용인가4. ?
서지레코드의 가치가 표준화를 적용시키는 엄밀성과 일관성에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다는 것은 목록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있다 똑같은 표준화는 목.
록자의 완전주의나 사소한 일로 트집잡는 완벽주의의 성향을 부추기기 때문에

목록레코드의 비용이 너무 높다고 도서관 행정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

다 모든 사서들이 바라는 지식의 조직과 정보에 대한 양질의 접근은 일관된 표.
준화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목록자는 원리정신과 규칙해석을 빈번히 혼동스.
러워 한다 완전성은 목록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칭찬할 만한 목표이다 이루어져. .
야함을 가르쳐야 한다 적용의 일관성은 목록자가 자신있게 여기는 부분이며 그.
것은 필요함에도 미디어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도외시 되어온 규칙의

해석과 정책의 인식에 근거한다 목록은 검색되고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얻어지.
는 수단이다.
단위레코드는 목록자가 경제적 운영과 동시에 장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향

상 증진을 위해 자동화의 가능성을 이용해온 방식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단위레코드는 전달매체의 서지적 서술과 수행되는 업무에 적합한 통제어휘접근

점 그리고 물리적인 표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일레코드는 주요기입, .
과 단축된 인쇄목록의 부가기입 초기 카드목록을 대체한다 자동화된 전거파일, .
은 목록과 장서의 향상된 작업을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으로 지적처리와

가치추가를 결합시키는 또다른 개발물이다 자동 전거파일은 전거 레코드로 구.
성되어 있고 각각은 목록에서 사용된 표제의 공인된 통제된 형식을 포함한다, .
또한 이용자가 이성적으로 이름 제목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탐색할 때 사용하, ,
는 이름 제목 주제의 또 다른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 , .
해 전거파일은 온라인목록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동 연결로 접근점과 서지적 서.
술은 검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만 함께 나온다 통제어휘접근점에 관련된 데.
이터는 목록을 통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대신에 전거파일로 한번 이루어진다.
시스템이 산출하는 것은 목록유지 비용의 경제성이다 접근점의 형태가 변화될.
때 단지 전거 레코드로 한번 변화하고 전거레코드가 연결된 모든 레코드에 목록

을 교차하는 새로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목록은 효율적인 목록검색에 과거.
의 장애물이 제거된 후 표제에 관련된 레코드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기

능을 한다.
자동화는 도서관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목록비용과 목록시간을 절감.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는 처음의 목록레코드를 생성하.
는데 필요한 시간을 절감시켜 주지는 못했다 년에 영국 국립도서관의 전문.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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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목록형식을 만들고 카드파일로 저자표목을 확인하면

서 목록된 저작물의 수는 하루 평균 권이다 년이 지난 영국국립도서관 목20 . 20
록자가 자동화된 시스템과 온라인 전거파일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의회도서관에서 단일항목을 목록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달러이다50 .1) 영국도서
관에서 목록의 단위비용은 도서관의 레코드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
만들어 졌는지에 따라 파운드에서 파운드 사이이다 생산 단위 비용의 기준, 5 30 .
방법은 없다 그리고 조직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목록레코드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한 위의 실패에서 향상된

개개의 업무수행으로 절감효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목록단위비용은 처음.
의 목록에만 기초해서는 안되고 컴퓨터의 스크래치로 한 항목을 목록하는 비용,
은 조직이 다른 곳에서 얻는 목록의 비용과 사본목록의 편집의 양과 분리해서

측정될 수 없다 절감효과는 목록과정을 관리해서 공동목록의 이익을 최대화하.
고 다른 곳의 목록으로 취해진 레코드상의 필요한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개별보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절감을 한다.

비용 절감5.
항목이 목록되어야 하고 결과물인 레코드가 가능한 널리 사용되어야 하는 주,
장에서 세계서지통정 의 원칙은 레코드, (UBC :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생성에 있어 오랜 지침이 되어왔다 실용적인 사고이론의 실용적 실행으로 이끈.
다 원칙의 지극한 단순함과 이상주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적용할 때 단지 한. -
번뿐인 레코드는 가능한 널리 공유되어야 하고 원칙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

춘 레코드를 생성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신중함과 빈틈없는 업무감각을 요구-
한다.
시류에 편승하는 도서관 관리자들은 이제는 목록이 아니라 컴퓨터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분야의 지적 전문가들이 데이터베이스 소. IT
프트웨어만으로 예상외의 양질의 검색을 제공하는 도서관에서 효율적인 장치를

발견할 때 도서관 관리자들은 비싼 인력의 목록자를 내보내고 외부에서 목록레,
코드를 입수하려고 한다 물론 수년동안 목록 레코드를 구매해왔다 카드. . BNB
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입수하여 레코드를 생성하는가 그러나 목록레코드? ?
1) McCallum, Sally H., ‘Standards and l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s’. Librar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4 (3). July 1990.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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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과 함께 문제는 더 이상 누가 우리 도서관에 최고의 질의 목록을 제공, '
할 것인가 가 아니라 우리 도서관은 얼마의 목록을 구매할 자금적 여유가 있' '
는가이다 할당된 국내의 도서관에 국가서지를 제공하도록 영국도서관에 할당된’ .
공공자금은 침식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적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영국도서. .
관은 정부에게서 목록 레코드 창출에 관한 역할을 계속 추궁받는 상황에서 도,
서관 지역 사회에 목록레코드를 제공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영국도서관이 과거에 제공하려고 자원 집중된 목록으로 혜택을 누렸,
던 모든 도서관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이다 의회도서관과 영국도서관 또는 다른.
주요 연구도서관의 목록은 규모의 연구력을 갖춘 전문가들로부터의 목록을 의미

해왔다 목록레코드는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지방 도서관은 일종의 선택특권 시장도입을 위한 기본적 정당화 을- -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낮은 질의 레코드를 선택하면 질 높은 레코드 제공자의 소.
멸과 도서목록 기술과 주제기술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도서관 사회를 통해 분담목록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
그 의 도서관조차 장서들을 합하여 모든 항목들에 대해 원래(Premier League)
내부의 목록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
본목록의 자연적인 증가는 원본목록의 감소를 뜻한다 일부 대형 도서관에서 실.
제 관계의 감소라기 보다 비중에 있어서의 감소일 것이다 특수도서관 수서의.
양은 사본목록 이용의 증가와 관계없이 일반 자료를 위해 원본을 만드는 도서,
관의 자료를 늘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아니 년전 보다도 더 많은. 10 5
원본목록을 작성하는 도서관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최소 수준의 목록 레코드6.
사본목록의 이용도는 목록되는 자료에 따라 다양하다 영국도서관은 일반 목.
록팀에 의해 목록으로 만들어진 자료의 약 정도에 대한 레코드를 찾는다50% .

도서관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의 레코드는 항목의 정도가BLCMP 90% BLCMP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중 는 편집이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80%
다.2) 의 작은 규모의 국가시설과 함께BLCMP OCLC(Online Computer Library

같은 큰 규모의 국제서지Center), RLIN(Research Library Information Network)
2) Chapman Ann, ‘Up to standard?’,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and science,
26 (4), 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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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은 도서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계가독목록레코드의 주요 공급자들로서

설립되었다 의회도서관이나 영국도서관을 포함해서 원본목록의 모든 주요 자료.
는 이들 서지 시설에게 레코드를 공급한다 개별 서지 레코드 공급 시설에서 전.
체 서지 시스템과 서비스의 공급 시설까지 그 개발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요소이

다 전거통제 시스템에 대해 점점 증가하는 강조점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개별 레코드 단순화한 알려진 레코드의 공급 주제와 업무 제목 검색 체계적인, , -
표시와 정밀한 데이터 통제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검색 의 복잡성에 응하-
려는 목적보다 훨씬 높은 시야를 갖게 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적인 도구.
나 표준화를 채택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장서에 국한되지 않는 목록이,
되어 왔다 똑같은 도구와 표준화로 개개의 도서관 목록은 최소한의 편집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레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각 개.
개의 도서관이 공급할 수도 있고 공급받을 수도 있는 별개의 서지 전달자 수준

에서 초기 전세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각각의 도서관이.
서로에게 공급하고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접목시키는데 도서관 목록은 서로 다른 도서관과 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있으며 대학 연구도서관Consortium (Consortium of University
의 것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되거나 독Research Libraries) ,

립형 원격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개발들이 대개 기술.
적인 표준화를 통해서이지만 연결되거나 합병되거나 독립형인 목록의 데이터가,
도서목록을 통합할 수 있다고 결코 확신 할 수는 없다 이용자가 통제어휘표목.
을 사용하고 관련되거나 합병된 모든 목록의 관련자료를 검색하고 도서관의 온

라인목록 의 원격검색으로 얻어진 표(OPAC :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목을 사용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잠재적인 발달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표준화 서지 도구 응용정책의 사용은 목록분야에 대. , ,
한 경제적인 필요뿐만 이 아니라 중대하게 이용자가 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의 목록은 전국적.
이고 국제적인 정보 접근체계의 기초요소로 생각되어야 한다.

년대 도서관 직원의 수를 제한하며 지출을 정당화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을1980
받은 자원 부족의 시대에 진정한 관심사는 최소 수준의 목록 이라는 개념에' '
있었다 최소량의 도서 목록 세부사항이 있는 목록레코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은 이러한 최소의 데이터가

구성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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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준의 목록은 정의에 의하면 완전한 목록보다는 정보량이 조금 부족하

다 이것은 검색자가 관심있는 업무 주제나 항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 ,
어 목록레코드의 정보와 잘 맞출 수 있는 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알고 있.
는 제목에 대한 검색은 심지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기에 의한 검색도 최소 수,
준의 레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의. ,
성공여부는 목록자의 부분에 관해 도서목록 확인을 적게 요하는 간략한 레코드

의 범위안에서 제어하거나 방해하는데 어려운 요인에 달려 있다 대체로 목록에, .
서 많은 레코드들은 일반적인 표제어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곤란하게 많은 수의

전기의 검색을 해야할 때도 있다 더 정제된 검색을 하려 할 때 레코드의 데이.
터 부족은 유용한 항목이 너무 많은 항목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목록자들과 목록사용자들이 최소 목록 레코드가 장서에 대해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수준 레코드는 임시방편으로 후,
대에 조정되었다 그 레코드는 처음의 도서관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 의. ,
해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실제로 불충분한 일단 레코드가 만들어지.
면 특히 그것이 확실한 출처의 것이라면 목록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불충분- , .
한 레코드는 실로 목록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처음에 그것을 얻는데.
실패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여전히 예비자료는 증가하는데7. …

처음의 목록과 같은 예비저장목록은 분담목록과 최소 수준의 목록임에도 불

구하고 다소간에 여전히 존재한다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그 정도가. -
더 클 것이다 일례로 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 응답 도서관의 가 음악. 1933 75%
목록에 예비저장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 이유는 기증 도서와

수서의 양에서부터 전문직 직원과 비전문직 직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

다 예비 자료 보유에 대해 보다 많은 목록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때문이라.
고 거의 한결같은 대답이 나왔다 흥미롭게도 낮은 수준의 목록때문이라고 대답.
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버지니아대학. 4)의 도서관소장예비자료에 관련해

3) MacLeod, Judy, and Lloyd, Kim, ‘A study of music cataloging backlogs’ LIrARY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8 (1), January 1994, 7-15

4) Camden, Beth Picknally, and Cooper, Jean L., ‘Controlling a cataloging backlog’,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8 (1), January 1994,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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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 도서Camden Cooper .
관의 가 중요한 예비자료를 밝혔다 완전한 목록은 바람직하게 생각되77 78% ' ' .∼

고 전문 목록자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예비목록자료의 연구를 통해 실로 도서관이 목록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항,
목들로 눈에 띄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부족의 문제이다 자료는 대개 목록자가 다를 수 없거나 다룰 자질.
을 갖추지 못한 형식이나 언어로 존재한다 목록자들이 목록을 만드는 주제 문.
제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데 특히 언어 구사력의 부족은 이용자,
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흥미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해도 실수로.
인해 장서의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웨일스 출신 작가.

를 잘 알고 있다Gruffud Hiraethog Gwaith .
업무의 소유권은 그 내용의 접근을 제공하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임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데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지레코드가 목록에 있을 때에,
그렇다 도서관은 장서의 규모와 미디어의 다양성의 면에서 자부할 만 하지만. ,
장서의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발견되고 이용되지 않는다면 겉치레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목록되지 않은 예비 자료는 그 자료의 소유권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
다 수서예산과 목록예산은 균등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도서관 소장자료와 원격. .
보유정보 준비에 대한 투자 증가분은 동시에 이 자료의 접근에 상당하는 투자가

없다면 헛되이 될 것이다 도서관은 목록의 자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로 계획하.-
지 않은 자료의 구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불행히도 컴퓨터가 편리하게 수?
행할 수 있는 기능인 제목 키워드 검색과는 달리 예비 접근 방법으로 도서관 관

리자들을 확신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용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배후의 이러한.
전문적인 책임의 포기는 심지어 키보드 접근조차도 키워드 검색을 도와주는 서

지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내용.
에 대한 예비 접근을 일부 목록자에게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 목록 관리자는.
예비 자료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체계화하도록 자료를 계획하고 활용함

으로써 그 동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처리과정의 능률화8.
예비자료의 최소화 요구는 최소비용으로 목록의 최대한의 현재성과 포괄성을

위한 목록을 조직할 때 고려할 항목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목록부서는 사용자의.
장서의 이용도에 근거해 자료에 적절히 우선 순위를 매긴다 그러나 반대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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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목록자의 기호 주제의 강도 파악된 자료의 복잡성에 근거하기도 한, ,
다 예비자료는 주로 외국어와 전문 자료로 되어있음을 보아왔다 또한 과학 주. .
제에 관한 자료는 사회학이나 인문학보다 더 빨리 교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목록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5) 풀기 어려운 다음의 악순환이 존재한
다 과학 자료를 처리하는데 많은 목록자들의 관심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그.
것은 목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어 도서관이 타도서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

해 복사목록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항목별 레코드의 생성과 레코드 출처 표시 과정에 관해 집중한 결과 목록자,
들은 조직된 접근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의 많은 부분을 간과할 수 있

다 그들은 점점 목록레코드의 단일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
로 생성해내거나 찾을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목록자들이 찾은 항목은.
도서 테잎의 다른 정보 전달물이 아니라 서지적 레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처럼 알려진 항목 검색에만 전념해왔다 일단 레코드가 생.
성되거나 검색되거나 다운로드되거나 편집되면 컴퓨터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목,
록으로 공급해준다 목록자들은 이용자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점점 지적인. ,
응집성으로서의 목록 그 자체로부터도 고립된다 이 고립의 정도가 점점 커질수.
록 목록자들이 목록레코드가 어떻게 분류 장서와 도서관 이용 정보 접근의 다른

방법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컴퓨터에.
의한 레코드 생성은 그룹의 비용으로 지역사회보다는 개인 구조화된 읽기보다, ,
는 알려진 항목의 검색 대부분의 지식보다는 부분의 정보 전체 원칙보다는 특, ,
정사례로 단일한 것에의 강박관념을 보인다.
카드목록은 특성상 물리적 항목과 목록레코드가 동등하다는 개념을 강화함으

로써 이러한 단일 생산 경향을 악화시켰다 도서관이 입수한 각 개별 물리적 항.
목은 목록에서 대리물인 개별 물리적 카드에 의해 맞추어졌다 물론 어떤 것들. ,
은 그 양식에 적합하지 않았다 연속 간행물은 각 호별 목록 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여러 전집에 나오는 한 작품도 각 전집에 대한 개별 카드가 없는 경우,
가 그렇다 여전히 목록의 초점은 장서의 실제 항목에 있다 반대로 책의 목록. . ,
에서 표제어들은 대개 작품을 대표했다 예를 들면 인쇄된 영국도서관 목록은. , ' '
각 표제를 자료의 이름으로 붙이고 이 뒤에 도서관에서 검색된 자료의 각 실제

표시목록을 덧붙인다 목록 카드와 그로 인해 생겨난 단위 레코드는 작. MARC
품의 제목과 뒤에 붙여진 표시 제목을 둘다 붙임으로써 이론적으로 이 양식을

유지한다 그 둘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목록의 물리적 형식과 차원의 평. , 2

5) Page, Mary, and Reagor, Melinda Ann, 'Library processing practices by discipline',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8 (2), April 199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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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특성이 자료 제목과 표시 제목의 다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춰준다 미.
래의 연결 정보 시스템은 물리적 표시보다는 자료의 기초적 요소로 구축될 것이

다 목록자에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의식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적인 측면9.
정보접근의 방법으로서 우리 자신의 목록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무한한 수의

세계적인 목록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록레코드를 만들고자 한

다면 그 레코드는 목적에 맞고 오래 가는 질이어야 한다 네트워크목록과 분담, .
데이터베이스의 널리 인정된 파급효과는 참여 도서관의 눈에 띄는 목록 생산량

이다 이것은 그 질적 성장량의 세금 부과와 각 참여자 업무의 일관성을 수반한.
다.
물론 생산의 질은 생성 목록 레코드의 응용 기술과 가치에서 나오는 투입의

질에 따라 다르다 대다수 일부 실제로 목록을 작성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사람. ( )
들의 시각에서 목록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사본정보 보다는 더 적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의 그러한 열망은 목록자들이 와 이야기하는 것. street cred MARC
에 상당하는 것으로 아마도 전체 것의 매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사실상 도서관, . ,
에서 지식의 조직은 목록자들이 서지항목에서 규칙들을 개별 데이터에 언제 어,
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생성 레코드가

도서관 장서 접근 시스템에 잘 통합되는지에 관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판단하

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 실제로 그 항목에 실리는 것. ,
전거파일에 실리는 것이 사용자가 그 항목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할 때,
필사는 합법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정보의 필사방법 통제어휘접근점의 항목. ,
서술 첨가 대상에 대해 결정할 많은 사항들이 있다 이 결정은 장기간의 훈련과.
경험이 기초되어야 한다 정확도와 치밀성은 목록자에게 적절한 자질로 종종 언.
급된다 일관성과 판단 능력 또한 접근 시스템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동등하게.
필요하다.
규칙의 적용에 기초한 기계론적 과정의 이미지 때문에 목록의 전문가시스템,
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끝.
부분에 제목 페이지를 두려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서지레코드가 나오기를 바라

는 것에서부터 목록과정을 통해 목록자에게 도움을 주는 더 현실적인 바람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 더 창의적이고 지적인 측면의 일을 위해 목록자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기계적인 결정이 따르게 된다 거의 모든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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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가시스템은 접근점의 선택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단원AACR2 ' ' 21 .
의 규칙은 통제어휘의 이름과 제목의 접근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접근점,
중 어느 것이 주요 표목으로 간주되어야할 지 또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준 전문 체계가 대다수 사람들의 시각에서 단위 목록과 컴퓨터 목록에 의해 불

필요하던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의 단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

게 들릴 지도 모른다 자체도 목록이 주요 접근점과 부가 접근점을 구별. AACR
하지 않고 간과되는 주요 표목에 대한 지배를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단원은 선택을 수반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고 특히 그 목록자의 의사 결정 과

정을 알고리즘과 순서도로 기록할 수 있다.
목록과정에서 출처항목은 서지 데이터 성분과 서지적 상태들을 나타낸다 상, .
황을 묘사하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목록규칙의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황을.
인식하고 도서관 목록 그리고 이용자의 상황에서 행위를 적용하는 것을 목록자, ,
의 일이다 그러므로 서지적 레코드는 목록자의 결정에 의한 행위의 표현이다. .
목록자는 문제 인식 방법을 배우는 데 보다 문제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쏟는다.
전문가시스템은 다음의 두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상식적인 추론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과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목록자들은 앞의 제목 페이.
지 데이터의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단서에 기초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것은 단지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목록의 상당부분은 해.
석의 기술이다 기계는 해석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프로그램화한. , ,
방식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시간과 공간 비판적인 데이터로.
해석할 수 없다 만약 프로그램된 상황이 존재하면 프로그램된 행위도 취해질. ,
것이다 행위가 보편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리 모든 구체. ,
적 경우의 상황과 그에 잇따른 행위를 망라한다 우리는 구체적 경우의 목록코.
드에서 일반 원칙에 근거한 코드에까지 의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성취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장기간의 과정을 거친다.

모든 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10. .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수행된 초기 목록량의 상대적인 감소는 전문 목록가들의

수적 감소를 수반해왔다 많은 다른 요소들과 관련하여 그것을 또한 도서관 학. ,
교에서 목록과 분류를 가르치는 것마저 심각한 쇠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단지 시장력의 효과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목록자들에 대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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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자연히 생산이익도 없게 된다 압축적이고 제한적인 시장 이론을 공공서, .
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초래하는 단기주의의 한 예가 있다 프로그램 생성자들보.
다 소프트 웨어의 이용자가 더 많은 것처럼 서지 레코드를 생성하는 사람들보,
다 이용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기술은 여전히 컴퓨터 사용 과.
정의 일부분이다 지식의 조직에 관한 이론과 실제는 목록자의 기술을 습득하고.
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서를 위한 기초 기술,
이다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침으로써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의 번영에 투자하는. ,
것이다.
미국의 초보 목록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학교의 목,
록교육의 감소는 미래의 조직의 질과 정보의 접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6) 응답자의 가 스스로 학교에서 목록과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⅔

다고 대답했다 지식의 조직 원칙에 대한 이해없이 도서관 장서이용을 효율적으.
로 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물론 항상 존재했던 한가지 문제점은 다른?
도서관 전문가들이 신입 사서에게 목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정작 잘 알아야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목록의 필요성과 가치는 그 과정.
자체가 기계적이고 창의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난 받으며 의문시되고 있다.
대다수 도서관들은 현재 프로의식없이 관리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도서.
관들은 종종 현대 환경에서 스스로의 가치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가 여전히 목록을 필요로 하는가11. ?
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교황은 약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사서500 , 400

는 축적 시스템이자 색인 목차 검색 메커니즘이면서 그것들의 운영자였다 교, , .
황은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말하고 사서는 그 책들이 바로 주민들이

보았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 곳은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세.
계가 아니었다 디킨스 풍의 도서관이 출현했을 때 주문 축적시스템을 보유하고. ,
있었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

회가 있었다.

6) Callahan, Daren, and MacLeod, Judy, ‘Recruiting and retention revisited’,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11 (4), 1994,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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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지나와버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뜻밖의 발견을 하게. 100%
되어 무한한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것은 질서가 없다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완전한 혼돈이다. .7)

위 글은 에 있는 영국 텔레콤 연구소 선진 응용 기술 부문의 책임East Anglia
자인 의 말이다 우리의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실제성을 거두Peter Cochrane .
려는 정보 과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기 도서관에 구현' ' , 19
된 가치를 떠받드는 전문가들의 말에 무엇을 귀 기울여야 하는가 어떤 방IT ?
향으로 전환해야 하나?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공의 생활 속에서

질서와 예절에 대한 현재의 유행 가치의 보고에 대해 자료에 해당되는 사례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목록자가 전자 시대 속의 혼돈에서도 질서를 부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함.
과 경제성으로 수단과 자원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빅토리.
아 여왕 시대의 시대적 가치처럼 말이다!.

결 론12.
협동적인 네트워크에서 투자는 향후 편목을 보증하는 전략에 있어 주요한 초

석이 된다 오랫동안 도서관은 독립적인 상황에 있어 왔으며 조직과 접근시스템. ,
은 외부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기존의 접근시스템에 아.
무런 문제없이 연결되듯이 우리들은 향후 서지접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
양한 원천으로부터 기존의 목록데이터를 통합하는 협동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

다.
이런 시점에 이제는 현재의 포맷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과 같은SGML
새로운 대안으로 전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환함으로써 문서 레벨에서.
부터 일관성있게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러. ,
한 대규모의 변화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엄격하게 통제되고 점진적으,
로 상호의존화 되어가는 서지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

7) ‘All wired up and raring to go’, New scientist, 5 August 19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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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장자료에 접근하는 질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사실 질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질의 본질이 어디에. .
있는 지를 이해해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대한 청사진을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초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지식조직의 기본원칙.
을 재정립하고 지적인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적,
인 작업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목록 목록레코드 기준포맷 전거파, , ,
일 분류시스템 장서 등을 상호작용시키는 방법을 재정립할 때만 이러한 것이, ,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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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중국국가도서관 직원 여러분

제 차 한 중 국립도서관 상호업무교류의 일환으로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여러4 ㆍ

분과 함께 양국 도서관 관심분야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우리 대표단 모

두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양을 대표하는 찬란한 문화국가로 한국과는 수천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오늘 펼쳐질 중국도서관의 발전된 교육제도와 한국도서관의.
교육제도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교환은 양국도서관 교육업무의 발전은 물론 협력

과 우의를 더욱 공고이 하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 정보봉사를 수21

행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사서의 육성이 필요

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사서의 육성은 학교의 문헌정보학교육과 도서관 현.
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재교육에 의하여 가능하여 집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는 먼저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립중

앙도서관 사서직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2.

문헌정보학교육 즉 사서양성교육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국립도서관 현 국립(
중앙도서관 전신 에서 년 월 개교한 조선도서관학교 입니다 그러나 이) 1946 4 " " . "
조선도서관 학교 는 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폐교되고 년에 다시 도서관" 1950 , 1954
실무강습회를 개최한 이후 년까지 매년 단기강습과정 개월 을 통하여1987 (2 4 )∼

현직자에 대한 자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기과정 형태의 사서양성교.
육은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서 년 과정의 사서교육원을 설치, 1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교육이 실시된 것은 미국 사범대학 교육peabody
사절단이 내한하여 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당을1957
창설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학교육이.
도입되어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1959), (1963), (1964)
에도 학부과정이 설치됨으로써 본격적 사서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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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도서관법 이 제정되어 사서의 전문성과 그 자격이 법적으로 보장을1963 " "
받게 되는 한편 많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신설되어 사서의 활동범위도

확대되고 도서관계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년대 이후에는 전산화에 의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학 교육도1970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기존 교과목도 더 세분

화되고 다양해 졌습니다.
년 전후에는 대학에 많은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고 과명칭도 문헌정보학1980

과로 변경되면서 정보처리관련 과목이 보다 폭넓게 도입되었으며 도서관 및 독,
서진흥법에서는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기본교과 과목을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7 1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급정사서1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
도서관정보협력체론 비교저작권론, ,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급정사서2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
저작권론 자료조직론( ), ( ),Ⅱ 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
도서관경영론 도서관자동화론( ), ,Ⅱ

독서지도론( )Ⅰ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 사 서

도서관 정보학개론 도서관사· , ,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 ( ),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저작권론, , ( ),Ⅰ
도서관경영론 독서지도론( ), ( )Ⅰ 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필수과목중 의 내용은 기초과정 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 , ( )※ Ⅰ Ⅱ

년 현재 학부의 도서관교육은 박사과정 개교 석사과정 개교 학과과정2000 6 , 19 ,
개교 전문대학 개교 표 참조 에 이르고 있습니다32 , 8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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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기관 현황< 1>

월 현재2000. 5

대학 교 명( )
창설

연도

모집정원
대학원설치

년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 타

주간 야간 석사 박사

강남대학교 1978 40 40
건국대학교 1984 40
경기대학교 1983 40 1999 1999 1998
경북대학교 1974 40 1978
경성대학교 1983 40
계명대학교 1980 50 40 1989 1999 1998 1989
공주대학교 1983 25 1987
광주대학교 1984 40 60
대구대학교 1982 40 40 1997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1976 40 1997
대진대학교 1991 50 (40) 1997 학년(3,4 )

덕성여자대학교 1980 60
동덕여자대학교 1980 40 40 1996
동의대학교 1982 40
명지대학교 1980 30 1989 1994
부산대학교 1984 40 1989 1993
상명대학교 1980 40 40 1980 1993 1994

서울여자대학교 1980 40 1988
성균관대학교 1964 40 1971 1974 1999 1965
숙명여자대학교 1976 40 1983 1982
신라대학교 1979 40 1998
연세대학교 1957 40 1957 1980 폐지1979

이화여자대학교 1959 60 1959 1987 폐지1999
전남대학교 1980 30 1992 1998
전북대학교 1980 40 1999
전주대학교 1983 40 1994
중부대학교 1994 40 (40) 학년(2,3,4 )
중앙대학교 1963 30 1972 1983 1997
청주대학교 1979 40 1984 1995
충남대학교 1979 30 1991
한남대학교 1981 40 1997
한성대학교 1981 45 35 1998
한양대학교 1980
소 계 1,290 295

계명문화대학 1974 80 80
대림대학 1994 40 80
동부산대학 1979 80
동원대학 1997 80
부산여자대학 1970 80
숭의여자대학 1972 80 80
인천전문대학 1981 80
창원전문대학 1980 60 산업체( 20)
소 계 58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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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서관 사서직제3.

한국의 문헌정보학교육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의 자격요

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년 최초로 도서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1963
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된바 있으며 년 도서관진흥법으로1987 1991 ,

다시 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재 제정되었습니다1994 " " .
한국의 사서자격은 급 정사서 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됩니다 사서직으로1 , 2 , .
도서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격요건

은 표 과 같습니다< 2> .

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2>

구 분 배 치 기 준

급정사서1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 외의2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2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 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라 한다 이 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 ) 6
받은 자

4.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 이상 있는2 9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 "
한다 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하 소정의) ( "
교육과정 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

급정사서2

1. 대학 교육대학 사법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 , ,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 이상 있는 자로서3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1
이 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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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사서직 등급은 급 사서서기보 급 사서서기 급 사서사9 , 8 , 7 , 6
급 사서주사로 구분되며 관리직 등급으로 급 사서사무관 급 사서서기관이 있, 5 , 4
으며 그 이상은 일반직 직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4.

도서관에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개인의 능

력을 개발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사서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능력 있는

사서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궁극적 목성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재교육은 학위를 받기 위한 정규교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 훈련을 받고 사서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서가 개인이 학문적인 발전과 업무

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직 사서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훈련기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서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은

년 당시 문교부 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서 문교부 소속의 사1983 ( )
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년 국. 1991
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 현 문화관광부 로 그 소속을 옮기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 )
법 상에 도서관 및 문고직원에 대한 연수 규정이 신설되면서 교육훈련 대상이"
교육부 소속에서 전 부처 소속의 사서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년부터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시작하였으나 당시는 교육전담부1994
서로서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연수과 업무중 일부분으로 실시하였기 때

문에 교육훈련 담당 요원과 교육훈련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서직 교육전담과로 사1997

서연수과가 출범하여 교육훈련기능이 강화되었고 이어 행정부처중 하나인 총무

처 현 행정자치부 로부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훈련여건이 개선되어 예산 교육훈련전문요원 등의 확. ,
보가 보다 용이하여 졌고 년부터는 공무원외에 기업체도서관 전문도서관1998 , ,
사립대학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사서직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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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재교육 훈련 현황5.
가 실시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조 전문교육훈련기관 제 조 교육훈련의무 와 도서관및4 ( ), 10 ( )
독서진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도서관 및 문고직원에16 1 10 20 (
대한 연수 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나 교육훈련과정 설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대상1)

교육훈련대상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밖의 기업체 사립대학 문고 등에, , , ,
서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의하여 교육훈련과정설치 교과목편성 등의 기본계획이 이루어 지며 그 세,
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교육수요인원<2000 >

구 분 교육과정 과정수 수요인원

공무원
전문

교육

공통 4 429
선택 8 418

민간인 선택전문 4 234
기 타 사서교사 1 200

문고종사자 1 71
계 18 1,352

국가공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소속의 사서직 공무원- , ,
중앙행정기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 전문도서관- ( )
국립대학 교 및 각종학교 소속 사서직 공무원- (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서직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 )



한국의 도서관교육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재교육 현황 159

시 도교육청 소속 사서직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 )ㆍ

기타 사서직원•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자료실 소속 사서직원 전문도서관- , (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소속 사서직원- , ,
초 중 고교 사서교사 등 공 사립학교도서관- ( )ㆍ ㆍ ㆍ

문고의 사서직원 공 사립문고- ( )ㆍ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과정은 직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교육생에게 선택적 교

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교육과정.
의 개발은 교육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교육훈련을 마친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하고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추천한 과목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 분석하여 신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공통으로 유상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관에서도

년 이후부터 선택전문교육을 유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대1999 .
부분 교육생이 소속한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년 이후 자비로 연수에 참'99
가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은

본인 부담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훈련과정은 공통전문교육 개 과정이 무상교육으로 선택전문교육4 8
개 과정이 유상교육으로 사서교사과정이 유상교육으로 문고종사자과정이 무상교

육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민간인 교육으로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
한편 년 월 정부에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이 추진 개년, 2000 3 (2000 2002, 3～

계획 됨에 따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들)
자료실을 운영할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년부터 도2001
서관정보화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년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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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과정별 교육훈련 계획<2000 >

분야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연간교육횟수 교육비

공통

전문

교육

도서관행정관리과정 급사서직5 주2 (10) 1 무상

도서관행정실무과정 급사서직6-9 〃 2 무상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 〃 3 무상

독서지도과정 〃 〃 1 무상

선택

전문

교육

도서관운영발전세미나과정 공공도서관장 주1 (3) 1 유상

도서관정보화관리과정 급사서직5 주1 (5) 1 유상

어린이독서지도전문과정 급사서직6-9 〃 1 유상

자료목록과정 〃 〃 1 유상

자료분류과정KDC 〃 〃 1 유상

자료분류과정DDC 〃 〃 1 유상

자료보존관리과정 〃 〃 1 유상

도서관문화행사과정 〃 〃 1 유상

사서교

사및문

고종사

자교육

사서교사과정 초중고교사서

교사

주2 (10)
유상

문고종사자과정 공 사립문고·
직원

일3
무상

민간인

등교육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 일5 유상

자료목록과정 〃 일5 유상

자료분류과정KDC 〃 일5 유상

자료분류과정DDC 〃 일5 유상

다 연수자에 대한 교육평가.
연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적평가는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 ,
도록 교육훈련성적평가관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 호 에 의거하여 세" "( 267 )
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적평가대상은 공통전문과정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선택전문과정은 이수여부만을 결정합니다.
평가는 연수기간내의 강의내용 숙지도를 평가한 학습평가와 개인별 연구보고,
분임별연구보고 제출에 대한 연구실적평가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태도,
등을 평가한 근태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가종류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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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종류별 배점 기준< >

교육과정 교육기간 총배점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근태평가
종합 개인 분임

공통전문 주2 100% 50% 20% 30% 총 배정점수에서 해당

감점점수 감점

교육생의 성적은 수료후 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교육훈련성10
적을 통보 받은 기관은 교육이수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승진 인사 및 교육생 선발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 평가.
교육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는 교육훈련계획 수립단계부터 종료까지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개선방향을 적극 발굴하여 차기교육 또는 차

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의 하나인 교육생설문조사는 전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각 교육

과정 수료시 교과목편성 강사선정의 적정성 강의내용 교육방법 교육효과 교, , , , ,
육환경 등 교육운영 전반에 걸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교육생

들의 단기적인 학습효과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

기적인 교육훈련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 회 교육과정별 평가내용을 취합하여 자체 종합평가를 실1
시하는 것으로 과정별 교육훈련실적 교육훈련성과 교육운영 및 강사현황 예, , ,
산집행 시설운영관리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평가보고서는 교육훈련기, .
관을 총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관별로 평가하고 실제 점검을 통하여 해마

다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수 교육, 1998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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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6.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사서양성과 재교육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서.
양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대학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사서인력 양성에 크게 공헌

하고 있으나 그것이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까닭에 주제전

문사서 양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 복수전공을 허용하도.
록 대학정책이 변화되어 전공학문 취득학점이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짐에 따

라 기본적인 사서전문과목 이수에도 문제가 있어 도서관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

제점과 해결안을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에 대해서는 최근의 첨단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증가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도서관봉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서양성과정과 재교

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이며 한편으로 세계적 수준의 사서교육제도의 구축,
을 위하여 국제간 협력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양국 교.
류는 서로간의 사서교육제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은 사람을 본으로國圖基業

중국국가도서관 사서 육성 및 현황- -

( )盧 海 燕 中國 國家圖書館 參考硏究輔導部 副主任

국가도서관 기능발휘해 중국국가도서관사업발전 인재육성1.

국가도서관은 국가입법 자문봉사 중 날로 더 중요한 작용을 부각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 공공도서관 업무지도 직원 배양 및 재교육임무를 감당한다, .城級

중국의 공공도서관은 개관 년말 기준 대학도서관은 개관 년2,731 (1998 ) 2,080 (1994
말 기준 이다 각 도서관 발전수준은 서로 같지않다 근래 컴퓨터 네트워) . . ,城級

크의 급변은 도서관과 정보화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부각한다.
전통도서관 관리모델 도서관직원 자질수준과 지식격차는 신세기가 도서관정,
보산업에 부여한 임무와 요구를 감행할 수 없게 되었다 본관은 국외 도서관 정.
보산업 발전상황과 당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전국도서관 직원육성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다 아래 내용이다. .
서지학지식과 도서관 전산화 기술학습(1)
일례로 중국기계읽기목록 중국도서분류법 제 판의 보급과 학- (CNMARC), 4

습 주제표기 표준화와 네트워크환경하에서의 참고자문 학습,
계산기 기본조작기술학습(2)
외국어학습 등이다(3) .

문화부는 국가도서관의 정부기관이다.
년 문화업체표준화기법 중국기계읽기목록 의 보급과 학습통지 를 내1996 “ - ”《 》

렸다 이는 도서관업무 표준화기법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건설에 큰 기여를 하.
였다.

년에는 도합 명의 국내도서관직원이 집중학습을 하였다 국가도서관직1999 582 (
원 명 연수 년에는 월 일까지 명이 연수반 수료를 받았으며 그1,153 ). 2000 5 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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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다수가 각 도서관의 업무핵심들로서 연수를 통하여 도서관 임원의 업무자

질을 향상하여 중국도서관사업발전을 추진하였다.

국내교사를 기초로 해외합작을 보조로 도서관 직원 육성과 재교육 진행2.

국가도서관은 도서관임원 육성실행중 국내도서관계에서 이름있는 전문가와 학

자를 초빙한다 이들은 기초가 튼튼할뿐더러 풍부한 도서관 실천 경험을. 理論

갖고 있다 생동하고 구체적인 강의는 실천 지도에서 양호한 효과를 과시한다. .
또한 국가도서관은 해외 선진 도서관과의 합작 혹은 국제조직기구의 힘을 빌

어 해외의 유명한 도서관학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학술강좌나 세미나를 가진다.
해외 도서관계의 최신 발전동향과 정보를 중국도서관계에 인입하여 국내도서관

직원들이 국내에서도 세계 도서관발전 상황을 수시로 접하고 이해하게 하였다.
예로 년부터 국가도서관이 전개한 후원을 빌린1997 (UNDP)聯合國開發計劃署

항목이다 실행중 중국국가도서관은 전문가 명TOKTEN/STAR . TOKTEN 8 ,
전문가 명을 초빙하여 차례의 강의와 세미나를 가졌다 전국도서관에STAR 1 4 .

서 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도서관의 현대화관리 도서관이 직면412 . ,
한 문제와 해결대책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정보가공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수,
확을 취득하였다.
국가도서관은 전국 각 도서관의 리더로 직원육성과 재교육은 적인 특징全國城

을 갖고 있다 각 도서관 핵심직원들에 대한 을 통하여 을 으로 확대시. 育成 点 面

킴으로써 중국도서관 사업발전을 추진하였다 중국국가도서관이 실행하는 직원.
과 재교육 수업내용은 학술연구와 현대도서관 관리사업이 직면한 새 지식내育成

용도 겸하였다.
도서관직원 과 재교육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참신한 과업이다 이번 업무.育成

교류를 통하여 상화간의 학습으로 세계도서관 사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

력하자.



주제발표

직원육성 및 교육방안

( )沈 颯 中國 國家圖書館 人事處 副處長

바야흐로 격변하는 정보시대에 인재는 지식 기술 창의력의 체현자로서 현대사

회의 모든 경쟁분야에서 핵심관건으로 부각되었다 국가도서관 현대화 전력 조.
속실현 목표도 임원의 전문기술수준과 자질향상이 전제조건이다 세계 현대화.
대형도서관 계열로 변신중인 중국국가도서관에 있어 인재개발은 급선무이자 장

기적이고 복합적인 공정이다.
발전규모에 따라 본관은 근래 인재육성과 임원교육 훈련면에서 많은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년 본관은 년 인재개발 기획 및 장기목표 를. 1997 1997 2005《 ∼ 》

제정하여 향후 추세에 부합되고 실현가능한 총괄구상과 실행세칙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연수와 재직교육 결합으로 전반적인 자질제고와 핵심선택육성에內外

역점을 두었다.

학력제고와 연령격차 통한 과학적 인재구성 점진실현1.

학력은 교육문화 수준의 통념이다 본관은 임원 학력 취득 교육과 고학력 인.
재도입을 통하여 학력구성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본관 기술임원 중 대학원. 目下
수료 고학력자가 명으로 년보다 명 증가하였다 년부터 겸직 대학원46 1996 7 . 1997
수료생 명 현재 겸직 대학원생 명중 명은 박사과정이다 인재수요육성의 구3 , 4 2 .
체 상황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학비 일부 또는 전액을 본관이 감당한다 기회조.
건에 따라 전망대상을 선택하여 대학원 입시제공과 겸직수료를 권장하여 전문지

식과 실천경험이 결합된 학과육성에 치중하였다.
년 월 현재 본관 임원 명중 대학학력 소유자는 명으로 이며2000 3 1,387 388 28%
년보다 증가하였다 단과대학학력 소유자는 명으로 이며 역시1996 5% . 55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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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 증가하였다 독학교육정책에 부응하여 근간 단과독학생 제 전1996 5% . ( 2
공생 포함 이 명이며 대학학력 자수생은 명이다 그들은 전부 겸직생도로) 108 36 .
서 본업에 충실히 종사하며 학업에 투신하여 절대다수가 수료하므로 자질향상과

업무실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매년 변화와 수요에 따라 본관은 대학졸업생 공채로 충원하는 바 신학과와 이

공계 외국어전공 엄선인재에 대하여 고차원 목표제시로 인재발전을 추구한다, .
근년 공채된 대학졸업생들은 청춘혈기로 양호한 기초지식과 외국,生氣 注入

어실력을 과시하였다 그들중 일부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근면한.
실무수준과 학습풍을 발휘하고 있다 부서책임층은 후계인재육성책으로 이. 各級
들의 전담직무를 합리조정하는 등 발전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신인중 실무능력이.
특출하고 사상성 투철 및 조직능력이 우수한 일부는 과감하게 승진시켜 능력활

용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도서관 발전에 기여시켰다.
본관은 또한 시험과 발표 조직능력의 검증을 거친 사회인재를 공채함으,志向

로써 전문인재를 흡수하여 기술핵심을 충원하였다.
본관은 현재 고급기술인력 명 보유중 세이하 고위기술직 명185 50 4 ,正級 副級

고위기술직 세 이하 명으로 고위기술직의 를 차지하므로 년보다45 58 33.5% 1996
상승시켰다17.2% .

본관 현직 부장 간부들 평균연령은 년의 세에서 현재의( ), 1996 44處級 級 科級

세로 하향 반면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다 간부중 석사가 로 년41 , . 20.8% 1996處級

보다 향상되었다 년과 년도의 간부상황통계는 와14% . 1996 2000 處級科級 下記表

같다.

표 년 간부 정황통계표< 1> 2000 ·處 科級

職務 人數 男 女
세30

이하

31∼

세40

41∼

세49

세50

이상

平均

연령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단과

대학

正處 19 12 7 2 9 8 50
41

5 8 6
副處 29 15 14 2 9 12 6 43 5 9 15
正科 83 32 51 5 23 51 4 42 5 31 36
副科 60 22 38 15 30 15 36 3 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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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간부 정황통계표< 2> 1996 ·處 科級

職務 人數 男 女
세30

이하

31∼

세40

41∼

세49

세50

이상

平均

연령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단과

대학

正處 34 22 12 0 0 16 18 48
44

1 20 11
副處 42 26 16 1 9 22 10 45 4 17 21
正科 109 57 52 0 28 61 22 44 9 9 64
副科 98 45 53 10 39 47 6 42 9 9 64

학력 향상과 임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실력 수준이 강화되어 도서관으로硏究型

의 변모 요구에 부응시켰다.

다양육성방식결합과 전면실시2. “1 2 3 ”內外 人才工程ㆍ ㆍ

본관 인재발전의 취지는 전반제고 중점육성 평등경쟁 합리사용이다.ㆍ ㆍ ㆍ

본관은 자체육성과 외부충원결합 독자수학과 조직연수배합원칙으로 총체적인,
전공 학력 직책구조 조정실시 등에 전략적 인재선발육성책략을 실시하고, , ,年齡

있다 제 차 개년계획 년 년 국가급도서관 전문가 명 중점육성. 10 5 (2000 2005 ) 10內∼

및 관내 리더급 명 업무핵심인원 명 확보 이른바 도서관 인재개발, 20 , 300 ,引入

완수이다“1 2 3 ” .工程ㆍ ㆍ

업무교류 육성은 크게 두 부류 즉 리더 육성확보와 전문인재 양新世紀型 級

성 그리고 연수 교류 교육 등 여종 방식이다, , , 10 .

중점인재 육성1)
도서관은 고도의 특징기관으로 범주가 다방면으로 고급인재知識密集型 藏書

수요를 내포하고 있다 본관은 다년간 저명한 고급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년퇴직 대량유출로 인재육성의 절박성을 감지하게 되었다 기술이 겸비. ,人品

되고 수요부응 원칙에 따라 본관은 각 간부중 대학학력 소유자 이상을部署處級

선택하여 우수한 임원들을 중점 육성하여 실무수준에 따라 적기적소에 배속시켰

으며 다음과 같이 학위취득 기회 제공의 다양형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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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수 업무시찰 학술방문 방식(1) , ,
선진국가와의 격차현황에 비추어 본관은 육성대상자들을 국외파견하여 시찰연

수와 상호왕래를 통하여 문화교류를 넓힘과 동시에 과제와 임무를 부여시켰다.
년 년 사이 본관은 여 차례에 걸쳐 해외파견을 통한 연구영역 확대1997 1999 40∼

와 실력보강을 하였다.

국내유급연수 육성방식(2)
업무수요에 따라 일부 임원을 선택하여 유관대학에 보내 유급연수를 시켰다.
일례로 청화대학 컴퓨터학과 네트워크 응용스쿨에 여명을 파견하여 기술취득10
을 시키므로 일부 임원은 본관의 자동화 네트워크 축적에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

다.

학술교류참가 방식(3)
학술회의 참가는 학과정보와 연구현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본.
관은 학과 핵심들을 국내외 각종 학술회의 참여를 가능한 보장하며 연구과제후

원 임무부여와 진행확보를 통한 성과획득을 가급적 도모한다 그중 도서관학회.
연례회의와 국제도서관연맹회의는 본관의 주요참석회의로 되었다 매번 회의마.
다 본관 업무 핵심인원들이 논문발표와 학술교류를 하였다 년 에. 1999 中國大連

서 개최된 도서관학회연례회의에서 본관 논문 여편이 당선되고 편은 우수상10 2
을 받았다.

과학연구시간 보장과 창의성 연구조건 제공(4)
다수 핵심관원들은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과제 부여시에는 도서.
열람범위를 넓히는 등 가급적 충분한 연구조건을 제공하여 성과확보에 후원하고

있다.

식 육성(5) “ ”師徒

일부 업무영역의 전문가급 인재의 부족 상황에 대하여 본관은 년 월부터1997 7
육성 방식으로 개 영역 명의 본관 전문가들이 명에 대하여 중점“ ” 3 3 8師徒結緣 老

육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서관발전연구원 선생은 명 핵심인원 박사과정의 지도교수형식으로3李致忠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지도육성하고 있다 정년퇴직한. ,眞本古書學 邵文杰 金鳳吉

선생들은 학과수업과 토론 형식으로 영문도서 수집과 일본어 및 문화부문내小組

용을 강의 교육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평판에 호응하여 본관은 더 많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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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빙하여 기타 학과영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교수강의 학술지도 업무리. “ , ,
드 형식은 청년 중년의 전문기술인재를 발견하여 육성대상들이 학식과 안목을” ,
넓혀 영향력을 발휘케하고 지명도 제고에 가능한 조건제고와 혜택부여를 실시하

고 있다 육성책은 형식 교차식과 복합식일 수도 있는 바 목적은 양호한 기. ,單一

대효과에 부합시킬 것이다.

전문직 임원교육연수2)
주요대상은 간부와 기술전문직 전체임원이다, .處級 科級

간부 연수(1) 處級
매년 차례 실시하여 동안 업무총화와 경험교류 각종관리 과 기술2 ,半年 理論 新

에 대한 강좌를 개최한다 모범적인 유관부문의 견학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취.
득하게 한다.

간부 연수(2) 科級
일선에서 봉사하는 지도중견들로 그들의 수준과 실력은 업무완성의 지중한 관

건부문이다 본관은 수시로 연수반을 조직하여 관리학자 초빙강좌로 이론지. 科級

식을 주입시킨다 연수과정은 간부들의 종합능력제고와 관리지식습득으로 업무.
수준향상에 기여했다.

도서관 각종전문기술 연수(3)
도서관업무 수행에서 컴퓨터도입과 더불어 전체임직원들은 지식수준제고와 동

시에 단계별로 전산시스템연수를 시켰다 각자마다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게 적.
응시켰으며 전산관리이행을 단기내에 완성하였다.
본관의 연수센터는 매년 교육계획을 제정하여 업무시의 문제점 예를 들면 사,
서업무의 내용들을 관리전문가들이 직접 지도교육하고 있다 출근후 개관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책임자들이 컴퓨터 도서관 전문지식 외국어 봉사내용들의 전문, , ,
지식을 전수한다 상술 배합방식을 통한 업무연수는 대다수 임원들의 실무능력.
과 문제점인식에 도움이 되었으며 해결대책 마련과 실력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학술강좌(4)
본관은 세미나와 학술강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로 초빙강의를

조직하였다 정보학을 중심으로 최신기술 학술동향 파악과 지식보급으로 전문인. ·
원들의 정보수집과 안목확대 및 정보의 흐름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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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도 쌓았다 로 미국 아이오아대학도서관 관장 교수의 정보관리교류. 例 李華偉

와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한 조작시스템 지식강좌 등Win2000內講

을 통하여 문화분야와 기술분야들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외국어학습(5)
관내 전문인재와 외부교사 초빙으로 전체임원들에게 외국어연수를 실시하였

다 형식은 수업 강좌 비디오프로교육 대화실행 등 다종다양하며 점심시간과. , , ,
퇴근후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핵심층과 외국어애호가들을 참여시켜 실력을 향상

시켰다.

신입직원교육(6)
대학졸업후 들에게 본관 역사와 전문기술의 연수를 통하여 국가도서就職新員

관의 연혁역사와 현황을 인식시키고 본업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기본지식 연수.
는 직업적응과 발전기여에 도모한다.
본관의 인재육성은 장기적인 것이며 향후 경험축적을 요구한다 연수육성에.
대한 안목을 넓혀 학과전문직과 부서주임들을 선두로 핵심실무진들( )科長 組長

을 중심으로 전체 임직원들을 기축으로 하는 도서관리집단을 간부들의 젊음화,
전문화 현대화로 변신시켜 도서관사업에 공헌함으로써 국가도서관 직책수행과,
사회봉사에 공헌할 것이다.



이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 차2000 9 18 25 4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외국자료의 수집과 국립도서관의 정"ㆍ

보제공 을 주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

자 료

기조연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립국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전문자료부 부부장( )鈴木尙子

머리말1.

우리 도서관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큰 변혁의 와중에 있습니다 금년 월 일. 5 6
에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직접 이용대상자로 하여.
서비스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관하는 등의 운영은 우리 도서관의 이, ,
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년 개관될 예정인 관서관은 동경에서 약 떨어진 지역에서 도2002 500Km
서관 서비스를 전개하게 됩니다.

관으로 분산된 서비스의 거점을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로 통합하3
고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본계획으로서 확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체제하에서의 국립국회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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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관 개관까지의 과제2.
관서관이 개관되기까지는 앞으로 년 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 체제라는2 . 3
조건아래 국립국회도서관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관 이 맡아야 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 )館
로 결합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은 서비스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하

고 있지만 동경 본관과 관서관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숱한 검토,
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관서관에는 전자도서관 기능을 구사한 문헌정보의 제공 아시아문헌,
정보의 제공 도서관협력 도서관 정보관계분야의 연구개발 및 연수교류 도서, , ,ㆍ

관자료의 대규모 수장 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기능을 가진 서비스 거점으로( )收藏

서 위치를 부여하고 업무 및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개관까지의 과제는 관서관의 시작과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면의 준비,
작업을 비롯하여 국립국회도서관 전체의 업무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조직 기ㆍ

구 재편 수집 자료관리 데이터정비 이용자서비스 계획 책정 동경 본관의 개, , , ,ㆍ

수공사 서고계획 이전준비 등 모두 큰 과제만 남았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총무, , .
부에 설치된 업무개선추진회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관리에 의거 도서관

전체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체제하에서의 업무계획 및 이용자서비스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
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유기적으

로 상호 연계하여 수집 관리 데이터 정비 제공 등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움직, ,ㆍ

이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전자도. [
서관기반시스템 이라고 총칭하고 현재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시스템 개발을 진] ,
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계획3.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떤 방법 수단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것[ ] [ ] [ ]ㆍ

이 이용자 서비스의 틀이며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대출 복사 서비스 레퍼런스 서비스라고 하는 종래의 서비. , ,
스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종류를 늘리고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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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혁신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이용자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일면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획기적인 개선

을 가져오는 서비스 형태이며 다른 면에서는 일차정보의 전자적 제공이라는 도,
서관 서비스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의 목표3-1.
이용자 서비스를 재설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꾀한다(1) .
예를 들면 이용절차를 알기 쉽게 하고 사용하기 쉬운 목록 정보검색수단을 제·
공한다 관내이용자는 동경본관과 관서관에서 공통으로 이용카드를 사용한다. .

평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한다(2) .
도서관에 오는 경우 오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 도서관 소장자료의 접,
근에 개선을 꾀한다 또 같은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한다. .
국립도서관으로서 자료의 최후 근거지로서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서도 도서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격차가 없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속 적절하고도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3) .ㆍ

도서관에 오는 경우 오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자료청구가 온라인에서 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지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업무의 분석 평가에 입각한. ㆍ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한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한다(4) .

일차정보의 전자화와 그 제공 우리 도서관이 작성한 이차정보 및 유용한 주,
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관외에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관내에서는 전자형태의.
이용을 확대한다.

이용자 서비스의 재설계3-2.
관서관 개관 후에는 도서관간 대출 복사 레퍼런스 등의 서비스를 다음과 같, ,
은 방법 등으로 재 설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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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용 절차(1)
카드에 의한 이용자 관리를 한다 이용자는 의 검색결과에 기초하여IC . OPAC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자료를 청구할 때 자료의 소장위치 및 현.
재 상황 정보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개 자료의 개체관리 등의 데이터 정비를

이행할 때에 추진한다.
신 제공(2) OPAC

지금까지 자료군 별로 작성된 를 통합하여 전문자료를 포함한 우( ) DB資料群

리 도서관 소장자료를 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호스트계 컴OPAC .
퓨터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를 새 시스템 통합서지 으로 옮기는 중이다( DB) .

전자적 신청방법 도입(3)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복사나 도서관간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신속한 접근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종 도서관에서는 이메일 에 의한 레퍼런스 신. (e-mail)
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레퍼런스 정보 주제정보의 발신(4) ,
참고도서의 목차 색인 및 해제정보 레퍼런스에 유용한 주제정보를 전자화하,ㆍ

여 제공하고 도서관 등 레퍼런스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레퍼, .
런스 업무에서 축적된 사례 및 인터넷상에 있는 유용한 외부 정보자원을 링크집

으로 편집하여 제공한다.
국제협력(5)

해외로 일본정보를 발신하고 일본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

도서관 조사연구기관 등에서 우송 팩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레퍼런스 신청을, , ,
받는다.
복사 서비스는 국내 국외로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적인 신청을 이용할, . ,
경우에는 이용등록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대출은 등록에 기초한 외국의 도서.
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외에도 신규 서비스 메뉴로는 복사방법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저작권법에 관

련되거나 자료보존의 관점에서 실시를 보류해왔던 이용자가 스스로 복사하는 복

사방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배치에 구애되지 않는 서비스를.
실현할 목적으로 타 도서관 즉 동경본관에서 관서관 관서관에서는 동경본관( , , )
자료를 주문해서 보는 서비스 및 내관 예약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확대는 인원이나 예산이라는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비스 메뉴에

따라서는 우선 관서관에서 시작하여 그 실시상황을 보아가면서 전체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이용자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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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작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비스 관계의 업무체제4.

관 체제 아래서는 각 관 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을3 ( )館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에 연계가 필요한 업무를 원활. ( )館
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전자도서관기반시스템은 개 관. 3 ( )館
간 각종 서비스간 각 업무간의 연계 공유 또는 통합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 , ,
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에서 볼 때 각종 서비스 창구는 알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현단계.
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전체를 총괄하는 부문은 동경본관 관내이용은 각각의 관,

도서관간 대출이나 비내관 복사 접수창구는 관서관 문서 레퍼런스의 창구( ), ,館

는 동경본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 등 공무부문의 구조조정 효율화가 강하게 요구(slim ),化
되고 있고 이용자의 편의성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업무의 기, ㆍ

계화로 일손을 덜고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
관점에서 동경본관에 대해 전문실의 재편 등 서비스 포인트의 검토와 위탁업무

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업무관리를 수행하고 각종 서비스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5.

도서관은 디지털정보와 고도통신기술을 도입하면서 크게 변모해 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서관 개관까지의 준비 과제와 더불어 정보화사회에 적극.
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도서관을 지탱하는 사람 즉 도,
서관인의 존재입니다 고도정보사회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의 육성 및 자료에 대한 조예와 함께 주제정보의 적극적인 정보발신을 담당

할 수 있는 전문 직원 의 양성과 숙련도 향상 은 우리 도서관에서(staff) (skill up)
초미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 숙련된 업무능력을 지닌 도서관원은 우리 도서관이 구,
상하는 정보발신형의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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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전통적인 도서관을 찾아서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도 결코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정보약자라고 불리는 즉. ,
기기에 의한 검색에 서툰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기기 검색 지원과.
기대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도 도서관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실로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면 마찬가지

로 도서관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실로 다양하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교류를 통하여 여러 외국 국립도서관의 경험을 배우고자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도서관의 직원에게도 실로 귀중하고 유익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우리 도서관은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틀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계획,
의 실현을 위해서 매진해갈 것입니다.



주제발표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수집부 수집과 과장보좌( )武藤壽行

요 몇년간 외국출판물 가운데 전자출판물 본고에 있어서는 등의 오( CD-ROM
프라인 출판물을 패키지계 전자출판물 전자저널 등의 온라인출판물을 네,「 」 「

트워크계 전자출판물 로 구분한다 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국립국회도서관에는 년의 관서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이들 전자출판물을2002
어떻게 수집해서 국회 행정 및 사법기관이나 국민에게 어떻게 이용 제공할 것, ㆍ

인가가 세기에 있어 우리 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21
이다.
국내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일본 납본제도의 근거법인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금년 월 일부터 새로운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하기로 했다10 1 .
그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내년 월 실시를 목적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1 ,
다.
여기서는 외국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그 수집방침 수집과 이용, ,
제공의 현황 및 향후의 과제와 전망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방침1.

우리도서관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방침에 대한 규정으로 자료수집방침서「 」

년 월 가 있다 이것은 우리도서관의 중기적인 자료수집의 가이드라인으로(1995 3 ) .
서 약 년만에 개정되었다 또한 우리도서관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을 근거로 하5 .
여 과학기술관계자료를 중점수집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이들 자료의 수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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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립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정비기본계획 년 월 에 별도로 정하(1998 6 )「 」

고 있다.
자료수집방침서 에서는 외국전자출판물에 대한 일반적인 수집방침을 다음「 」

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은 각국의 판매서지 출판정보 전국서지 서지 색인 등 서지CD-ROM , , , DB① ㆍ

정보를 취급한 것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사전 데이터집 통계 편람 등의 잡지 법령집 등의, , , CD-ROM, , full-text②

에 대해서는 향후 열람 등 이용체제 정비에 맞춰 수집대상을 정한다CD-ROM .
기타 전자출판물도 이에 따른다.
이외에도 자료수집방침서 의 입법관계자료 항목에도 전자출판물에 관련하「 」

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입법관계자료라는 것은 조사 및 입법고사국.
에 두어 국회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考査局

한 것은 아니다.
비도서자료는 구미 주요국 잡지의 초록 색인 등의 을full text, , CD-ROM①

수집 대상으로 한다.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 를 제공한DB②

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정비기본계획 에서는 외국전자저널을 정「 」

비하기로 하고 있다.
이런 방침서 및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전자출판물의 수집방침이 책정된

다 년도 수집계획에는 과학기술계 외국 수집 확충 을 중점항. 1999 CD-ROM「 」

목의 하나로 정하고 수집을 진행하였다 년도에도 외국 자료 수집, . 2000 CD-ROM
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

수집 이용제공의 현황2. ㆍ

수집 현황2-1.
구입에 의한 수집(1)

년에는 외국의 을 중심으로 종의 자료를 구입계약에 의해 수1999 CD-ROM 37
집했다 수집점수는 점 자기테이프 점이다 콘텐츠면에서 보면. CD-ROM 682 , 74 . ,
서지 색인류 등의 차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자료로는2 . 1 CD-ROMㆍ

판 전자저널인 ProQuest Powerpages(Bell & Howell Information &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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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가 대표적인 것이다) .社

지출면에서 보면 외국전자출판물전체의 약 엔을 지출하였다 분야별, 40,000,000 .
내역은 인문사회계가 약 엔 과학기술계가 약 엔이다20,000,000 , 20,000,000 .

입법관계자료의 수집(2)

입법관계자료는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을 계약에 의해 도입하였다 상용, . DB
중 와 계약을 맺고 있DIALOG, LEXIS-NEXIS, ConGRESSIONAL UNIVERSE
다 또 전자저널로서는 를 계약하고 있다. Internet ProQuest .版

입법관계 자료 중 패키지계 외국전자출판물은 자료수집방침서 대로 수집하「 」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제약과 서버 등의 기기. CD-ROM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교환 기증에 의한 수집(3) ㆍ

년도에 매의 을 국제교환과 외국으로부터 기증에 의해 수집1999 1,759 CD-ROM
했다 의 수입매수 추이를 보면 년 매 년 매 년. CD-ROM , 1996 251 , 1997 373 , 1998
매이고 요 몇년간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 마이크로피시자료로 제공되던996 , .

것이 으로 대체하여 송부되어 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로서CD-ROM .
는 외국정부출판물 국제기관의 자료가 많다· .

이용제공 현황2-2.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이용제공 현황(1)

구입에 의해 수집한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이용 및 제공형식은 스탠드 얼①

론 형식 관내 을 통한 네크워크형식의 두가지가 있다(Stand alone) , LAN .②

은 열람시에 드라이브를 장착한 를 배치하여 열람시키는 것이CD-ROM PC ,①

다 는 서버 또는 하드디스크 서버를 설치하여 열람실의 클라이언트. CD-ROM ,②

로부터 관내 을 통해서 열람시키는 것이다PC LAN .
의 형식으로 우리도서관에서는 다음 가지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3 .②

첫번째는 서양잡지 판 네트워크 검색시스템 상품명CD-ROM DB ( ProQuest
이다 이 시스템은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콘텐츠는PowerPages) . CD-ROM .

시리즈 가운데 인문사회계의 외국잡지 약ProQuest PowerPages , (CD-ROM)
타이틀을 탑재하여 원문 으로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해서1,000 , (full image) .

는 장래 과학기술계 자료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용제공 대상은 일반.
이용자 및 우리도서관 직원에게 열람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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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과학기술 관계 네트워크 제공시스템 상품명 이다 이CD-ROM ( ERL) .
시스템은 하드디스크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년 월부터 이용 제공하. 2000 4 ㆍ

고 있다 탑재콘텐츠는. EI Compendix, NTIS, INIS Database, ERIC, Index to
등의 가지이다 시스템의 명칭은Foreign Legal Periodicals, PAIS International 9 .

과학기술관계 라는 말이 씌여져 있지만 과학기술계 이외의 콘텐츠도 약간,「 」

탑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측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제공 대상은 일반이용자. ,
우리도서관 직원으로서 일반이용자에게는 열람서비스만 하고 있으며 우리도서, ,
관 직원에게는 열람 및 복사서비스를 하고 있다.
세번째는 전자도서관기반시스템 프로토타이프 시스템 통칭 프로토, (prototype) (ㆍ

타이프 이다 이 시스템은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우리도서관이 독) . CD-ROM ,
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탑재콘텐츠는. Global Books in Print, Ulrich's PLUS,
EUROCAT, Legal Trac, Biography and Genealogy Master Index, Oxford

등English dictionary, Bibliografia Generale Intliana del XV secolo al 1997 10
종이다 현재 조사 및 입법고사국 전문자료부 등의 관내사무용으로 이용 열람. , ( ,
복사 하고있다 일반열람자에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그 체제정비 등을 포함 현) . ,
재 검토 중에 있다.
덧붙여 상기 가지 시스템이외에 현재 개정납본제도의 시행에 맞춰 년, 3 2001 1
월 이용제공개시를 목표로 하여 관내 을 이용한 새로운 이용제LAN CD-ROM
공시스템의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이용제공시스템은 일반. CD-ROM
이용자에게도 열람 복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입법관계자료의 이용 현황(2)

입법관계자료로서 계약에 의해 도입하고 있는 상용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에, ,
대해서는 전용 를 배치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조사하는 개개 직원 책상, PC① ②

의 로부터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든 열람 복사가 가PC . ㆍ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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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환 외국기증자료의 이용제공 현황(3) ㆍ

국제교환 외국으로부터의 기증은 책 형태의 송부가 끊기고 으로 송, , CD-ROM
부되어 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또한 인터넷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생.
기고 있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우리도서관의 이용제공체제가 정비 중. CD-ROM,
에 있기 때문에 이용제공이 불완전한 실정이다.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의 이용제공 현황(4)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국내 외국의 것을 불문하고 현재 일반이,ㆍ

용자에게 이용제공은 하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계 외국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조사 및 입법고사국 전문자료부 등에서의 사무용만으로, ,ㆍ

이용이 한정되어 있다.

금후의 과제와 전망3.
마지막으로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금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수집방침의 구체화의 필요성(1)

앞에 기술한 것과 같이 우리도서관에서는 자료수집방침서 국립국회도,「 」 「

서관 과학기술정보 정비 기본계획 에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에 대하여 기술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대략적인 개략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후. , . ,
외국전자출판물의 보급에 대응해서 그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중점적으로 수집할 분야 개개의 상품에 대한 선서 기준 등을, , ( )選書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과 비교하여 우선 순위 매체 온라인 등 에. , (CD-ROM, )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책. ,
과 비교할 경우 우선 순위의 문제는 절실한 과제이다, .

전자출판물의 분포상황(2)

외국전자출판물은 여러개의 타이틀을 통합한 패키지상품인 경우가 많다.①

이 때문에 패키지상품전체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 없는 타이틀이 포함.
되기도 하고 필요한 타이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외국자료에 관한 효율, .
적인 장서구축을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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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키지계 전자출판물로 공포되어진 경우에도 수록되어진 타이틀이 고르, ,
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돌연 수록된 타이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
구미의 출판사는 나 제휴관계를 통한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어 이 때문M&A
에 현실적으로 특정타이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예도 있다 이전은( DIALOG,

로부터 사의 서지를 이용했으나 수년전부터 이LEXIS-NEXIS Reuter TEXTLINE
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을 이용하려면 와의 계약이 필. TEXTLINE Reuter社
요하다)

출판사의 동향을 읽을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열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 ,②

으로부터 전자출판물에로 판매를 이동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
자 모두에 대한 판매를 계속할 것인지 출판사 자신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 가볍게 결론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
서 우리 도서관으로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자저널은 미국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주대③

륙 아시아 등의 전자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도서관에서는 이들 지역의, . ,
정보에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

계약상의 과제(3)

외국전자출판물의 구입계약은 단순한 물품의 구입계약에 머물지 않고 이용조,
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계약이 된다 네트워크이용 복사서비스 등의 이용조건에. ,
의해 계약금액이 변하므로 적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과

제이다 어학실력을 포함해 우리도서관의 계약실무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
또한 국립도서관 특유의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용자수가 한정.
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과는 달라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다르기도 하고 고액의 계약금액을 요구받기도 한,
다.

이용제공체제의 정비(4)

전자출판물은 새로운 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종래의 책 형태 자료와 이용제

공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출납 대출 열람 복사 반납이라는 종래의. , , , , ,
이용제공 과정을 취하지 않는 것이 많다 시스템을 포함한 이용기기 등의 정비. ,
이용제공 형태에 맞는 수속의 정비 직원의 연수 등 이용제공 체제의 정비가 과, ,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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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 특유의 문제(5)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은 책이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과 달리 물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축적하는가 축적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보존상의 문.
제가 생긴다 축적할 경우는 기기의 정비 허락계약 등이 필요하다 한편 축적을. , .
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분을 제공할 수 없다던가 계약이 되지 않아서 전혀 이용,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제공 출판사의 도산 등 최악의 사태도 고.
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서관은 현 상태에서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이 사무용 이용에 그치고 있

어 그 콘텐츠의 축적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자저, . , ,
널 에 대하여 출판사 서버 용량의 형편상 최근 년분 밖에 제공하지(internet ) , 5版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축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책,
형태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젠가는 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의 전망(6)

외국전자출판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기술상의 진보도 현저,
하다 전자저널만도 타이틀 이상이 출판되고 검색 등의 이용편리성은 책. 5,000 ,
형태와 비교하여 훨씬 뛰어나다 또한 도서 잡지 신문이라는 구분을 초월하여. , ,
검색 열람이 가능한 새로운 타입의 상품도 출현하고 있다.ㆍ

또한 미국에서는 잡지를 디지털화 하여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이용시키는 서,
비스 미국 이 제공하는 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 JSTOR Journal Storage project)
다 자료보존상 또한 서고공간 절약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품으.
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제공은 종래 우리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에 커다

란 변혁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으며 세기에 실현할 관서관 개관 후의 국립, 21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을 담당할 것으로 하여 앞에 기술한 해결해야 할 과,
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시대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귀관은 벌써 선진적으로 전개하고 있

어 이 사업교류는 우리도서관에 있어 커다란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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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전자출판물의 구입자료일람 년도(1999 )

T i t le

Bibliographie Nationale Francaise depuis 1970 sur CD-ROM
Biography and Genealogy Master Index (network 2 8)∼

BIOSIS Previews (ERL Network 1-5)
British Pharmacopoeia Multimedia Pack
CD-ROMs in Print(Network 2-4)
Catalogue of United Kingdom Official Publications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Aktuell
Dissertation Abstracts(PROQUEST)
Ei compendex(ERL Network 1-5)
ERIO (network 2-4)
EUROCAT(network 1site)
European Union Law Library
Global Books in Print on Disc(network)
INSPEC (ERL Network 1-5)
ISI Art &Humanities Citation Index
IS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Index to Foreign Legal Periodicals (network 2-4)
Index to Scientific and Technical Proceedings
Index to the House of Common Parliamentary Papers on CD-ROM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Plus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ERL Network 1-9)
LC(Library of Congress)-More
LISA PLUS(Network1-4)
Legal Trac CD-ROM (Network 5User)
Library Literature
Micromedex
NTIS CD-ROM (ERL network 5-8)
Newspaper Abstracts natuinal Edition (network 1-5)
PAIS International (network 2-4)
ProQuest PowerPages
SCI JCR CD-ROM
Science Citation Index CD Edition (Annual (network 1-5)版

Taxation Service
U.S.Government Periodicals Index
Ulrich's PLUS(network 1-4)
UNSIS Plus on CD-ROM Retrospective File, Current File
中國國家書目



주제발표

아시아언어자료의 수집과 제공

현황 및 아시아문헌정보센터 가칭 계획- ( ) -「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전문자료부 아시아자료과 주사( )石川武敏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서 아시아자료제공서비스의 연혁과 현황1.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서 아시아자료의 제공서비스는 년의 국립국회도서1948
관 창립과 동시에 설치된 중국자료열람실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아.
시아자료열람실 아시아 아프리카자료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변천을 거쳐, , 1986ㆍ

년의 도서관 전반적인 기구개혁에 의해 현재의 아시아자료실로 개편되었다 아.
시아자료실을 관할하는 전문자료부 아시아자료과에서는 현재 과장 명 과장보좌, 1 ,
명 열람계 명 정리계 명 등 모두 명으로 자료의 선정 정리 전문서지편찬1 , 5 , 7 14 , , , ,
자료의 열람제공 참고봉사 아시아자료통보 격월간 의 편집 등 아시아자료, , ( ) ,「 」

에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과원은 계와 지역담당에도 속해.
있고 중국담당 명 한국담당 명 그 외 지역담당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 3 , 4 .
이와 같이 우리도서관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해서 아시아자료의 제공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문을 설치해 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있어서 긴 전통을 가진 동양학 특히 중국을 연구,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정보 수요가 있었던 것을 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
의 이웃에 위치한 아시아제국과는 오래 전부터 교류가 있고 국민의 문화 경제, , ,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깊은 영향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해 일본국민의 관심

이 높다는 것도 들 수 있다.
현재에는 정보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세계각지의 정보가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 관련된 정보의 요구도 국제정치로부터 젊은이의 문화에 이,
르기까지 점점 다양화하고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조보고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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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가칭 이하 관서관 의 다섯 개의 기본기( ) ( )「 」

능의 하나로서 아시아문헌정보센터 가칭 이하 센터 를 설치하게 되었다( ) ( ) .「 」

아시아자료의 수집2.
구입2-1.

아시아자료의 수집경로는 크게 나누어 구입 국제교환 기증 납본의 가지가, , 3ㆍ

있다.
아시아관계 도서구입예산 연속간행물구입예산을 제외 은 아시아 언어도서와( )
로마자 도서를 포함해서 작년도까지 약 천만엔 정도이다.

년도의 구입실적은 중국 대만포함 간행도서 책 한국 북조선간행도서1998 ( ) 758 , ㆍ

책 그 외 지역간행도서 책 합계 책이 있다566 , 375 , 1,699 .
년도부터 관서관 자료구입비가 신규로 창설되어 센터 개설을 위해 아시2000 ,

아자료 구입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또 년 월부터 비교적 수집이 곤란했던 동남아시아제국 간행물의 도서, 1998 11
잡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미국의회도서관의 자카르타사무소가ㆍ

하고 있는 공동수집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년도.
에는 도서 책 연감류 책 연속간행물 타이틀 책 을 구입했다372 , 11 , 26 (434 ) .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

외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집자료의 평가를 시도한 결과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제교환2-2.
국제교환도 자료수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년도 실적은 아시아. 1998 27
개국의 지역과 국제교환을 실시하여 도서 책 연속간행물 타이틀을1,832 , 1,224
발송하고 도서 책 연속간행물 타이틀을 수집했다 시장 루트 로, 722 , 1,049 . (Route)
는 입수가 곤란한 정부출판물의 수집 개발도상국의 출판물 수집에 도움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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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환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도서관 등 개 기관과, , 47
교환을 하고 있고 년도는 도서 책 연속간행물 타이틀을 보내고 도, 1998 756 , 267 ,
서 책 연속간행물 타이틀을 수집했다329 , 193 .

기증 납본2-3. ㆍ

기증은 아시아언어자료의 중요한 수집 루트는 아니다 단지 한국어자료에 대. ,
해서는 십수년 이래 동경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간 수백 책

의 자료를 기증 받고 있어 자료구축의 주된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수량으로는 많지 않지만 재일 중국인 재일 한국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아시,
아인이 발행하는 아시아언어의 잡지와 신문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납본자료로,
수집되고 있다.

아시아자료의 조직화3.
수집한 아시아관계자료는 언어별로 나뉘어 일본어자료 및 구미언어자료는 각,
각 로 나뉘어 정리되고 있다 아시아언어자료는 아시아자료과, .和書 洋書「 」 「 」

에서 조직화하고 있다 아시아언어의 도서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아직까지도. ,
실용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를 손으로 써서 작성하거나 또. ,
는 워드프로세서로 목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중국어 및 한국어에 대해서는 문자코드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UCS
있다 서지 데이터의 소급입력은 중국어도서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한국어도서. ,
및 중국어 한국어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소급입력을 개시하고 있ㆍ

다 검색시스템을 포함한 제공시스템은 도서관전체의 전자도서관기반시스템. 「 」

의 일환으로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내년도 말에는 완성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
아시아의 기타 언어에 대해서도 에 의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향UCS
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금후 구축된 아시아언어자료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당관의 으로서, OPAC
공개되거나 혹은 국립정보학연구소 구 문부성학술정보센터 의 신목록소재정(NII, )
보시스템을 통해서 종합목록으로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아시아언어 정보자원,
을 유효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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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언어자료의 제공4.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서 아시아 언어자료의 제공은 자료의 수입연대에 의해

크게 가지로 나뉘어 진다 현재의 아시아자료실이 발족한 년 이전에는 자2 . 1986
료관리상 아시아언어자료 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중국어와 한국어 등 한자,「 」

문화권의 도서는 로서 일본어 도서와 같이 취급하고 그 외의 아시아和漢書「 」

언어도서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목록을 작성해서 로 취급하였다 이것.洋書「 」

들은 현재도 일반 일본어도서 로마자도서와 같이 도서부 도서열람과에서 소관.
해 열람 및 제공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시아언어의 연속간행물 및 년 이후에 들어온 아시아 언어도, 1986
서는 일괄해서 아시아자료실에 열람 제공하고 있다 본관 층에 있는 아시아자. 3ㆍ

료실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중동 북아프리카를 포함 을 대상으로 개가자( ) ,ㆍ

료로 약 만책의 사전 연감 서지 통계 등의 참고도서류 및 아시아언어의 중요1 , , ,
한 잡지와 신문을 같이 비치하고 있다 그 외 서고내에 년 이후에 받은 중. , 1986
국어도서 약 만책 연속간행물 약 천 백 타이틀 이중 계속해서 받는 것이 천3 , 3 7 ( 1
백 타이틀 한국어도서 약 만책 연속간행물 약 천 백 타이틀 이중 계속해서6 ), 1 , 1 9 (
받는 것이 약 타이틀 아시아 제언어도서 약 만책 연속간행물 약 타이500 ), 1 , 500
틀 이중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약 타이틀 을 소장하고 있다 관서관 개관후 이( 180 ) .
아시아자료과 소관의 자료들이 센터 자료의 중심이 된다.
아시아자료실의 이용자는 작년도 실적으로 일 평균 약 명 서고대출 책수1 52 ,
는 일 평균 약 책이 되고 있다1 30 .

아시아문헌정보센터 가칭 의 기능5. ( )

기조보고에 있듯이 우리 도서관은 년의 관서관 개관을 목표로 전자도서2002 「

관기반시스템 의 개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아시아.」

자료실은 관서관의 중요한 기본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문헌정보센터

가칭 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다( ) .
센터는 관서관의 지하 층에 설치되어 약 만책 규모의 참고도서 기본도서 중1 5 , ,
요한 잡지 신문을 개가로 제공하거나 아시아에 관련된 레퍼런스서비스를 시작,ㆍ

으로 각종 이용자서비스 및 아시아관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할 것이다 이용자.
는 개가자료를 이용하는 것 외에 열람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서 관서관의PC
폐가식 서고내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동경관의 소장자료도 검색이 가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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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관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내외의 아시아관. ,
계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원격지로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 ,
리 도서관의 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지역격차가 없는 아시아자료의 제공서OPAC
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를 위한 자료구입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금년부터 관서관 자료구입비가,
신설되어 관서관 자료구축의 일환으로서 크게 발전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매체로서는 현재의 최신정보. , ①
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는 물론 연속간행물 및 전자매체의 정보자원을 충실하게

함 주제로서는 아시아제국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산업 사회의 최신동향. , , , ,② ㆍ

아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것 및 아시아제국 지역의 민족 문화의 이해에ㆍ ㆍ

도움이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또 특히 아시아제국의 정부출판물과. ,③

아시아에 관련된 국제기관출판물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이상의 생각을 기초로.
올해는 먼저 참고도서류 및 기본도서부터 수집을 시작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 ,
한층 수집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 개설 후의 연간 수집규모는 도서 책 잡지 타이틀 신문11,000 , 5,000 , 200
타이틀의 수집을 계획하고 하고 있다.

금후의 과제6.

센터 개설까지 남은 시간은 약 년밖에 없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2 ,
아있다.
첫째 다언어대응의 시스템개발이다 현재 년도 말에 완성할 예정으로, . 2001
대응의 중국어 한국어 서지 테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UCS , .

둘째 관서관 완성후의 동경관과 관서관과의 서비스 제휴 체재의 구축이다 동, .
경에 있어서 아시아정보에 대응하는 수요는 꽤 크다 동경본관의 내관 이용자를.
위해서는 별도 아시아언어자료의 참고도서 및 기본적인 연감류를 구입하는 것,
외에도 방대한 일본어의 납본자료에 의해 아시아관계의 정보수요에 응하고 있

다 동경관에는 아시아자료실이 없어지지만 각 주제별 전문실에서 아시아관계의. ,
레퍼런스서비스를 관서관에 있는 센터와 연락을 해가면서 양자일체가 되어 레퍼

런스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게 되며 동경관과 관서관과의 사이에서 자료의 수송부

터 각종 통신기술을 구사한 정보서비스까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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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재육성이다 아시아언어자료를 취급하는 도서관업무에는 역시 어느 정, .
도 아시아언어의 습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인의 노력과 부담에 의존했던 어.
학연수를 도서관에서 제도화 해 가는 것과 체험을 통하여 대상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연수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국내외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이다 국내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은 입법, .
기구에 속해있고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도서관 협력망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특히. ,
아시아자료에 대해서는 언어의 특수성도 있고 일본 국내의 도서관도 담당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업무를 구성하거나 그 경험을 일본전국에서 공유할 기반도 없,
다 센터에서는 아시아자료에 관련한 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아시아정보에.
관련된 국내 협력망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아시아언어자료의 종합목. ,
록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 국립정보학연구소의 목록소재, 「

정보서비스 에 참가해서 정보자원의 국내에서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

다.
국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교류,
의 실적을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자료수집 문헌제공 자료조직화 등 구. , ,
체적인 업무로까지 교류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일본 국내의 한국에 관련된 정보수요가 수년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 것을

요즘 아시아자료실의 카운터에서 느낄 수 있는데 한국정보는 센터에서도 큰 위

치를 차지한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업무교류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형무형의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 거듭 업무교류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
다.



기조연설

국립중앙도서관 현황과 향후 구상

신 현 택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

머릿말1.

지난해 일본에서의 한 일도서관업무교류에 이어 금년에는 우리도서관에서 일ㆍ

본국립국회도서관의 스즈키 나오코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을 모시고 제4
차 업무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대표단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해 제 차 교류시 우리, 3
대표단에 베풀어주신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 국립도서관업무교류는 년 제 차 교류를 일본측의 주최로 시작하여1997 1ㆍ

납본제도 시스템 이용자 서비스시스템을 주제로 논의하였고 제 차는 우, MARC , , 2
리도서관에서 도서관협력 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 제 차에는 일본에서 도, 3「 」 「

서관과 저작권 을 주제로 업무교류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자료수집과 국립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 을 주제로 업무교류「 」

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제 차 한 일 업무교류에서도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4 ㆍ

고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양국 도서관발전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

니다.
지난번 교류 이후 우리도서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도서관정보화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문헌 수장을 위한 자료보존관을 신축하였으

며 분관을 학위논문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



192 국립중앙도서관 현황과 향후 구상

또한 전국 사서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서연수관을 확충하였습

니다.
새로운 정보화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통합시스템 개발 공공도서관전산화를,
위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보급 육성 국내문헌 목차 구축사업을 추진 전자, DB ,
출판물의 납본과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 관리를 위한 DOI(Digital Object

체제 도입 검토 등 실로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Identification) .
이용자중심의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하여 이용자봉사헌장을 제정하고 도

서관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전문사서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화예약제 및 야간도서관운영으로 자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난 월 부터는 초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견학프로그7 ㆍ

램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북한자료실을 개설하여 남북화해시대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그럼 먼저 우리관의 변화된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도서관정보화종합

계획과 국립중앙도서관 향후 구상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현황2.
가 학위논문관 개관.

년부터 공공도서관의 표준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분관을 전면1980
보수하여 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효율적인 학문조사 활동을 지원하기21
위한 학위논문관으로 년 월 일 개관하였습니다1999 11 1 .
학위논문관은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의 수집에서 정리 이용 서비스를 담당ㆍ ㆍ

하는 국내 유일의 학위논문 전용도서관으로 석사논문 만책 박사논문 만책을48 , 7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본관에서 옮겨간 국내 석 학위논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에,ㆍ

는 해외에서 발행된 한국관련 학위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 층 지하 층의 규모로 총 평 이며 층에는 전자4 , 2 12,316 (3,732 ) , 1㎡

자료실을 설치하여 소장자료 검색과 인터넷 정보 검색 등 학술정보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층에는 박사논문실과 석사논문실을 두어 년 이후 자료는, 2, 3 1997
개가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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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보존관 신축 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자료 보존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자료보존관을 년 월에 착공하여 년 월 일 문을 열었습1996 11 2000 8 30
니다.
총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료보존관은 연건평 평 에 지하317 16,539 (5,003 ) 4㎡

층 지상 층의 규모로 만책의 장서 수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2 400 .
자료보존관 지상 층은 비도서 서고로서 비디오 오디오 등의1 2 , , CD-ROM∼

보존을 위하여 서고내 온도 습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항온17°C, 40%
항습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ㆍ

지하 층은 일반도서 서고로 지하 층은 고서 귀중자료 서고로서 목재서가1 3 4 ,∼

와 모빌렉을 설치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온도 습도 를 유지하도록 되20°C, 50%
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존에 유해한 환경인자를 차단하고 온 습도가 유지되도록 조습 판ㆍ

넬과 회 책의 도서를 소독 처리할 수 있는 도서감압훈증시설 무인관리시1 1,200 ,
스템 등을 설치하여 국가문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을 위한 첨단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자료보존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 소장되어 있던 국보 및 보물급자료와

귀중자료 등 총 만책 점 이 금년 말까지 이전될 것이며 년부터는 복본을146 ( ) 2001
제외한 원본자료를 이관 보존할 계획입니다.
자료보존관의 개관으로 국가문헌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 사서연수관 확충.
우리관은 전국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재교육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서 도서관 업무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여 명의 사서를 교육시키고1,200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에 의하여 년부터 각 공공도서관에2001
설치할 예정인 디지털자료실 운영 인력들을 위한 도서관정보화 특별연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 및 학교 등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명의 특별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3,000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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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화 특별연수와 함께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과정의 사서연수에 대한 중 장기 계획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ㆍ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서연수에 관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쌍방향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사서연수관을 현재 대강의실 개 정보화교육장 개 분1 , 1 ,
임실 개 규모의 교육시설을 강의실 개소 정보화교육장 개소로 확장하고 기6 3 , 2
타 교육생을 위한 의무실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년부터는 보다 새로워진, 2001
교육환경 아래서 많은 사서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

는 도서관인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라 북한자료실 개실.
북한자료실은 남북한 교류확대에 따른 국민의 북한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

여 만들어진 자료실입니다.
북한자료실에는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와 북한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리조실록“ ”
등 도서 여책과 조선어문 로동신문 등 여종의 연속간행물 비도서자9,000 “ ”, “ ” 100 ,
료 점을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북한 자료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16 .
북한자료실은 북한 연구 및 이해의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며 향후 남북 도서

관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KOLIS)
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KOLIS(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 “

템 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유닉스 환경의 서버와 윈도우즈 체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도서관과 전문업체가 협력하여 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2
년 월 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1999 10 1 .

통합정보시스템은 단행자료 및 연속간행물 관리시스템 및 관리시, ISBN ISSN
스템 전거통제 분류기호 및 주제명 검색요어 활용 시스템 서지발간 및 도서관, / ,
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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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은 모든 도서관 자료를 단행자료와 연속간행자료로 구분하여 윈도우

즈 환경에서 통합관리 및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통계정보

제공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자료의 형

태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신착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개발. (KOLAS )Ⅱ
전국 공공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금(KOLAS : 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Ⅱ Ⅱ

년 월부터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9 .
이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년부터 전국 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1992
급해오던 체제의 를 윈도우즈 체제로 개선한 시스템입니다DOS KOLAS .
주요 특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의 통합 관리 및 검색이 가능하ㆍ ㆍ

도록 구현하였으며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한 윈도우즈 환경의 클라이언, DBMSㆍ
트 서버구조 시스템 전거통제시스템 분류기호 및 주제명 검색요어 활용 시스템/ , ,
과의 통계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안내 및 도서관 소장자료 목록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표준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도서관 정보화에 활용

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 국내자료 목차 구축. DB
국내발행자료에 대한 목록정보에 목차를 부가하는 목차 구축을 추진하고DB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행본 책에 대한 목차 를 구축하여 이를 국립중앙도서관135,000 DB
소장자료목록 와 국가자료종합목록 등에 편입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며DB DB ,
우리관에서 구축한 서지정보 는 전국 도서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DB
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년부터는 국내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료발행이전에 출판사로부터200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목록정보 초록 목차정보 등을 확보하여, ,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작업과정을 거쳐 서지 로 구축하고 이를 각종DB ,ㆍ

도서관 서점 출판사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ㆍ ㆍ ㆍ

다.



196 국립중앙도서관 현황과 향후 구상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3.
가 추진 배경.
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정보의 보유 및 처리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국21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력이 국력으로 대두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은 급증하는 문헌

정보의 수집 축적 유통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의 지적문화ㆍ ㆍ

유산을 후세에 전달시키는 문화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도서관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조화롭게 구현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진행추이에 따라 년경에 본격2005
적인 지식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 내에 우리사회는 가상공간을 이용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크게5
확대될 것이고 개인의 정보가공능력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도서관은 문헌유통의

장으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정보

화 수준은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정보화시설은 물론 여건도 열악

하여 자료의 공동활용도 미흡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문헌자료 중심의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어 국가지식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서관 정보화 설정에 대하여 지난 월 김대중 대통령은 도서관정보화2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정보화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 이 수립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 ”
관을 주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범정부차원에서 도서관진.
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정책부서인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 , ,
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관정보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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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내용.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 은 년부터 년까지를 제 단계 년 이후가“ ” 2000 2002 1 , 2003

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 단계에 총 억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정보화를 위2 . 1 3,068
한 디지털환경 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 및 컨텐츠 확충에 주력하(H/W) (S/W)
고 제 단계 년 이후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방자료실 구현을 기본 목2 2003 “ ”
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여 도서관정보화를 추진하

되 디지털출판물과 소프트웨어 등 민간의 개발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학교도서관 및 문고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1)

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개 모든 공공도서관과 개 학교도서관 및2002 381 215
개 문고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을 디지털환경으로 바꾸어 가고160

디지털자료실에서는 도서관이 구축한 각종 와 함께 등 다양한 자료DB CD-ROM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의 확충2)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책의 목록과 주요문헌 만책에 대한9,700 100
목차 를 년 중으로 구축 완료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 직장 학교 등에DB 2000 , ,
무료로 서비스하여 전국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

을 실현할 것입니다.
년부터 년까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축위원회 를 구성하여2001 2002 “DB ”

학술자료 등 이용가치와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만책의 자료를 선정하고 선정30
된 자료의 키워드 초록 원문 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책을, , DB (Full-Text)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장서량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미 상업적으로 구축된 학회지 와 전자책 등의 디지털자료DB (e-book)
는 도서관에서 구입 활용토록 함으로써 관련 자료의 출판시장을 활성화시켜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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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도서관정보화 추진방향3) 2003

년 이후에는 전국 개 학교도서관과 부족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실2003 10,351
현하기 위하여 개 문고에도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서비스를 확대3,763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년 이후에는 복제전송센터와 협력하여 저작권시스템을 개발하여 국2003
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전문정보를 도서관내에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내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

방자료실 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4)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에 의하여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디지털정보 공급센터로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자원의 확보문제 전문인력 확충 및 정보의 지식화를 위한,
연구개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집 보존 납본기능을 강화하고 그 동안 투자가, ,
미흡하였던 전문용어사전 다국어 사전 등 디지털 도서관의 기반분야에 대한 연,
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정보화시대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화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서 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사서 양성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
로 프랑스 일본의 예와 같이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여 전국도서관,
정보망 운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 구상4.

지금까지 지난해 한일업무교류이후 변화한 우리도서관의 현황과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정보의 단편적인 가치보다는 정보의 선별 고도의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의 분석 조직 및 재편집 또는 체계화에 의한 정보의 지식화에ㆍ

더 큰 가치가 부여 될 것입니다 정보의 지식화 작업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
이 될 것이기에 모든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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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향후 지식정보화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개발을 주도하고 국

립디지털도서관으로의 변모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하여 양질의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되 전통적 의미의 도서관과 디지

털도서관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이용자중심의 열린도서관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

다.
한 일 국립도서관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자료교류 업무. ,ㆍ

교류 등 모든 협력관계는 양 도서관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 차 업무교류 주제인 외국자료수집과 국립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에 대한 의4
견교환으로 양국 도서관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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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序言Ⅰ

인류의 역사는 기록매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사상 그리고 문화의 편린들을 각인해 놓은 기록매체는 인간의 지혜와 시대의 흐

름에 따라 그 출판양식이 점토판 파피루스 죽간 목독 양피지 종이책 마이크, , , , ,
로폼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웹 정보원 등으로, CD-ROM , , (web)
변화하여 폭발적인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단편적인 추정 통계이기는 하지만. ,

는 정보 생산량이 년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가 생산하는Naisbitt, J 4 2
데이터와 정보를 포함하면 개월마다 배가 된다고 하며 또20 2 , Reed-Scott, Jutt
는 세계적으로 책 이상 도서가 매일 발행되어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수없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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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되는 외국자료 중 우리 도서관에서는 우리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

되는 극히 일부분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외국자료수집. ( )外國資料蒐集Ⅱ

우리 도서관의 외국 자료 수집은 도서관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자

료구입 및 국가간의 자료 교류업무에 의한 자료교환 기증자의 의사에 의한 수,
증 국제기구 등의 기탁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 .

구입1. ( )購入

외국 자료의 구입 업무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의 자료와 서양 자,
료인 알파벳 문화권 자료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가 대상자료.

우리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도서관

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외국인 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한국을 주제로 하는 한국관련자료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간행,
물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등 국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별 정책지원자료 인문, ,
사회 과학자료 문헌정보학 등을 주제로 하는 단행본자료와 연속간행물 비도, ,ㆍ

서자료 등을 구입하고 있다.

도서(1) ( )圖書

기본 참고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활동과 일반자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

여 권위있는 백과 사전 언어사전 주제별 사전 각종 통계자료 법령 및 공업규, , , ,
격집 편람 연감 디렉토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관련 자료는 국가대표도서, , , .
관으로서 국가문헌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한국과 한국

인의 생활 업적 등을 내용으로 한 자료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판한 한국관련저, ,
작물을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등을 구입하여 국가문헌의 보존과 한국학 연구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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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및 국제기구간행물은 세계각국의 다양한 정부간행물 국제기구, (UN,
등 간행물 중 국제교환 혹은 기탁으로 수집할 수UNESCO, OECD, WTO, IMF )

없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국별 정책지원 자료는 각국의 제도나 정책적인 정치 경제 외교 환경 교육, , , , ,
보건 문화산업 관광 노동 무역 행정 세계정세 사회 현상 등의 자료를 수집, , , , , , ,
하여 국가정책 연구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 자료는 인문 사회 과학 전집류 세계적인 사상가 학자 작가, , ,ㆍ ㆍ

들의 주요 저작집 철학 종교 예술 문학 분야의 기본서 및 역사적 흐름의 총서, , , ,
등이다 특히 이 분야의 자료는 대학도서관과 수집의 중복을 피하고 대학에 대.
한 학술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자

료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자료는 우리도서관의 법적 업무중 하나인 도서관운영에 관한 연구

를 위하여 도서관 정보학 분야의 기본적 이론서 각국의 도서관 운영 동향 및, ,
사정에 대한 연구자료 독서정보 관련자료 도서관 문헌정보학의 실용자료를 구, , ,
입한다.

연속간행물(2) ( )連續刊行物

구입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은 크게 학술지와 일반잡지로 구분하고 있다.
학술잡지는 외국에서 발간되는 있는 주요 학술자료 실용정보자료 문헌정보학, ,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여 타 대학도서관 등이 구입하고 있지 않는 자료를 수집

하고 있다 그런데 인쇄형태의 잡지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구독절차상의 문제점.
결호 발생 등 이 있어 점진적으로 및 의 형태( ) e-journal web database full text
로 구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구독 중에 있는 전자저널 자료수는 종이며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상1,655 ,
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출판물 즉 형태가 없는 출판물은 수집 처리할 수on-line ,
있는 방법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출판물에 대해서는 등으로. on-line CD-ROM

을 받아 그 형태를 유지하여 예산회계법상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보완하Back-up
고 있다.

년부터는 외국학술잡지의 저렴한 구독을 위해 일부 국내 주요도서관과 컨1999
서시엄을 구성하여 등에서 출판하고 있는 학술잡지를 자산취득비가 아Elsvier
닌 수용비의 예산으로 구입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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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3) ( )新聞

신문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 , Le Monde,讀賣新聞 明報

등 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현재 형태의The Wall Street Journal 32 , Micro Film
신문 등 종을 구독하고 있으나 합철제본 및 서고부족 등The New York Time 3
의 문제점으로 인해 앞으로 형태 형태 형태Micro Film , CD-ROM , Web Database
의 신문을 확대 구독할 방침이다

비도서 자료(4) ( )非圖書 資料

우리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비도서형태의 자료는 주로 CD-ROM, LD,
등으로 각종 목록정보 연구보고서 외국의 주요 영화 음반에DVD, Microfilm , , ,

관한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나 자료 구입 방법.

우리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해 관 내외 전문인사로 구성된 장⑴ ㆍ

서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장서구성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자료선정위원.
과 선정실무위원을 두어 구입대상자료의 추천 구입 관련 의견제시 및 외국자료,
구입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

구입 담당 실무자는 외국자료구입을 위해 많은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신간⑵

및 구입대상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자료선정위원에게 추천 의뢰하며 추천된 자료

는 우리도서관 소장 여부를 조사한 후 구입하고 있는데 자료의 수집에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책자 형태의 서지 정보로는㉮

-미국 자료 : American Reference Books Annual Choice
-영국 자료 : British Book News
-독일 자료 : Frankfurt am Main Deutsche Bibiothek
-일본 자료 : , , - ,書籍總目錄 新刊圖書目錄 出版 事典 辭典ニュ ス ハントㆍ

각 주제 등, , ,政府刊行物月報 新書總合目錄 圖書總目錄ブック

-중국 자료 중국서점 중국도서무역총공사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지 정: ,
보이며,

데이터베이스 및 형태의 서지 정보로는Online CD-ROM㉯

외국 발행Premier-CD, Vendor CD-ROM, Art & Humanities on CD-ROM,
Public & Administration Int, Science CD-ROM, Baker & Taylor CD-ROM,

각국 도서관의CD-ROM, OPAC(Online Public Access政府刊行物等總合目錄

각종단체 정부 기관 학회 협회 등 의 홈페이지 출판사 및 가상서점Catalog), ( ,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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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홈페이지 등의 정보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연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언어별 분야별로 구입 책수와 예산을 결정( ) ,年初⑶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한 후 연간최저가 단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정해

서 우리도서관에서 발주하는 자료를 년동안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공급업1 .
체가 공급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에 직접 구입 의뢰하는 직거래ㆍ

방법으로 등이 주거래 대상이다 그Amazon, Barnes & Noble, Blackwell, ABS .
밖에 특수언어권자료 논문자료 등의 구입비가 만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 계, 3,000
약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자료구입업무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⑷

자료 구입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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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목표 및 예산.
외국자료의 구입예산은 연간 여억원 정도이나 이는 국가대표도서관 자료구14
입 예산으로는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매년 예산 확충을 위하여 현재 예산당.
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은 대부분이 책자형태의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

로 전자매체의 증가에 따른 전자출판물 구입을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더욱 긴밀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전자출판물 구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금.
년도 수집목표와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자 료 구 분 목 표 소요 예산

도 서
한국 관련자료 책1,200 105,120
기본 참고자료 책2,000 240,000
국별정책지원자료 책2,800 200,000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간행물 책700 60,000
인문과학자료 책1,800 150,000
사회과학자료 책3,200 300,000
문헌정보학 책500 68,875
소 계 책12,200 1,123,995

연속 간행물
잡 지 종129 66,300
신 문 종35 3,323
소 계 종164 69,623

비도서
CD-ROM 축적형 종21 113,138

단품형 종20 2,000
MicroFilm, LD, DVD 종439 21,950

지 도 점20 62,912
소 계 점500 200,000
합 계 책 점12,864 ( ) 1,393,618

자료교환 및 수증2. ( ) ( )資料交換 受贈

자료교환은 일본 미국 등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부 간행물 국제기구의 간행물, ,
예 등 자료 해외 발간 한국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 UN, UNESCO, ILO, OE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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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량 교환과 기타 학술자료 교환 등의 자료교류로 금년 월말 현재 개국5 93 286
개처에서 여 책의 외국자료를 수집하였고 국내자료는 여 책을 제공6,400 , 4,500
하여 상호교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의 기증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수증된 자료는 연평균 약 여 책정도이며 특별한 콜렉션을 기증할 경우1,000 ,
에는 문고로 유치하기도 한다.

자료 교류 현황< >

연도

구분
국가수 교류처수

국내자료 발송 외국자료 수집

비고
단행본

연속

간행

물

기타 계
단행

본

연속

간행

물

기타 계

1999 93 286 809 26,40
8 27,217 1,343 4,052 17,500 22,895

2000.5 93 286 4,512 4,512 352 1,266 4,800 6,418

외국소재 한국관련자료 영인3. ( )韓國關聯資料 影印

우리도서관에서는 외국도서관 혹은 외국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

을 수집하는데 일본 쿄토대학 등에서는 한국관련 자료를 영인하여 수집하고 있,
으며 미국의회도서관 하버드 옌칭도서관 등에서도 외국인 또는 한국인이 한국, ,
에 대해서 쓴 자료들을 등으로 영인하여 수집하고 있다Microfilm .

자료이용 서비스. ( )資料利用Ⅲ

우리도서관의 외국자료는 구입 수증 교환 등을 통하여 수집된다 이렇게 수.ㆍ ㆍ

집된 외국자료 중 일서 중국서는 형식으로 목록데이터를 구축하KORMARCㆍ

며 서양서는 우선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를 사용하여 검색한, OCLC CATCD( , )
후 히트된 자료는 로 변환 구축하고 그 외 히트되지 않는 자료는KORMARC ,
도서관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를 참조하여 로 변LC on-line catalog KORMARC

환한다 이렇게 로 구축된 자료 중 구입된 단행본은 한달에 두 번정. KORMARC
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착자료로 소개된다 또한 화된 자료는 각 주제별 자. DB
료실에서 온라인 목록으로 검색되고 인터넷상에서도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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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중 일서 중국서는 각 주제별 자료실에서 서양서는 중앙대출대에 대,ㆍ

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고 학술잡지 등은 연속간행물실에서 신문은 신문자료실, ,
에서 열람을 하고 있다.
향후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양자료는 주제에 따라 각 주제실에서 분산

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별도의 서양자료실을 설치하여 집중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매체 이용은 전자도서실과 정보봉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
도서실에서는 종합 영상 음향실 위성 방송 수신 코너 인터넷 검색 코너 멀티, , ,
미디어 자료 코너 학술 정보 이용 코너 등과 정보 봉사실의 인터넷 검색, D/B
코너 등이 있어 자료이용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속간행물 인 등 종 은 전자도서실 멀티미디어 자CD-ROM ANSI, Eurolaw (9 )
료코너에서 이용되고 전자저널인 등 종 과 인, Science Direct (3 ) WEB-DB EIU,

등 종 은 전자도서실 인터넷검색코너와 정보봉사실 인터넷 검색코ERIC, NTIS (9 )
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복사도 가능하다, .

결 어. ( )結語Ⅳ

매년 전세계적으로 인쇄매체 혹은 전자매체의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정보의

양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선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충분

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하겠다.
우리도서관의 경우에도 외국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국내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주요외국의 국립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가경쟁력은 곧 정보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특.
히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도서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의 정보를 공유하여 양국간의 갭을 줄여 더

불어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

다.
이번 한 일 업무교류 세미나가 한정된 구입예산으로 효율적인 외국자료 수집ㆍ

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상호 전수하고 수집된 양질의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
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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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 資料

장서현황1.
가 자료별 현황.

자료 구분

년도
한국서 서양서 고 서 일본서 중국서 비도서 계

2000
(8. 31) 2,4449,936 303,241 235,489 203,764 24,639 508,332 3,725401
1999 2,300,045 292,991 230,350 201,789 22,666 492,560 3,540,401
1998 2,115,471 274,828 225,102 198,206 19,855 460,763 3,294,225

 

나 수입별 현황.

자료 구분

년도
납 본 구 입 기 증 교 환

자체생산,
기타

계

2000
(8. 31) 2,407,388 417,690 504,930 323,853 71,540 3,725,401
1999 2,252,593 401,711 499,889 321,673 64,535 3,540,401
1998 2,046,792 384,074 490,623 312,391 60,345 3,294,225

 

다 주제별 현황.

자료 구분

년도
총 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계

2000
(8. 31) 260,778 1,713,685 856,842 894,096 3,725,401
1999 247,829 1,628,584 814,292 849,696 3,540,401
1998 230,597 1,515,343 757,671 790,614 3,2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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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입 현황 년도2. (’99 )

가 분야별 외국 도서 구입 현황.

구 분 한국관련 기본참고 국별정책 문헌정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인문사회 합 계

서양서 949 1,145 1,984 475 1,352 1,838 8,013
일본서 331 428 190 216 211 954 2,330
중국서 · · · · · 2,923 2,923
합 계 1,280 1,843 2,174 691 1,563 5,715 13,266

나 언어별 외국 도서 구입 현황.

구 분 영 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화란어 합 계

자료수 7,939 2,330 2,923 16 52 6 13,266

도서관 이용 현황 3.
2000. 8. 31

구 분 이용 인원 개관 일수 일평균

본 관 533,791 214 2,735
분 관 115,245 216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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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현황4.
2000. 6. 30

구분 자료실명 자료수 종 책( )ㆍ 운영방법 소관부서

본

관

중앙대출대 1,369,776 폐가제 열람봉사과

정보봉사실 2,124 개가제 열람봉사과

역사 지리자료실/
지도자료실

24,084 개가제 열람봉사과

어학 문학자료실/ 84,878 개가제 열람봉사과

연속간행물실 318,269 폐가제 열람봉사과

정부간행물실 110,004 폐가제 열람봉사과

국가별자료실

신문자료실
166,662 폐가제 열람봉사과

철학 종교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194,462 개가제 열람봉사과

문헌정보자료실

예술 체육자료실/ 31,556 개가제 열람봉사과

전자도서실

비도서( ) 174,788 폐가제 정보화담당관실

고전운영실

고서( )
개인문고실

247,593 폐가제 자료조직과

학

위

논

관

관

대출실 357,079 폐가제

석사자료실 101,115 개가제

박사자료실 24,461 개가제

전자자료실 233 개가제



논문 투고 안내

1. 도서관「 」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 학위논문 포함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 ),
한다.

2. 논문의 종류는 연구논문 번역논문으로 한다, .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제 출 처1)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부 수2) : 원본 부 사본 부 및 디스켓을 제출한다l , 2 .
표 지3) : 논문 제 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 한 영문으로 표기하1 , · ·

며 주소 전화번호 번호를 기재한다, , , FAX .
초 록4)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원고작성5)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선 간격 으로 작2 (double space)

성하고 용지 매를 한도로 한다A4 20 .
논문구성6) :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 , .
번역논문7)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한다.
그 림8) : 그림은 이미지파일 로 제출하시거나 트(GIF, JPG, PCX, BMP, WMF)

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리기 바람 그림이 전단 가로( (
크기 이상일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14cm)

선정)
참고문헌9)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

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 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 .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10) .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 표지에 붉은 색11) .
으로 표시한다.
편집상의 모든 연락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로 한다12) .

▶ 전 화 : 5900-634
▶ F A X : 5900-650
▶ 주 소 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번지: )137-702 6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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