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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various aspects of functions and levels of
operations of church library. This study suggests 7 functions of church
library as Information resources center, education center, research center,
reading guidence center, cultural center, museum in the church. And it
reviews various operations for preparation and early stage of church library.
Also, it studies about the many operations among 3 levels (minimum,
moderate and maximum) of library management, acquisitions, material
organization, reference, automation in church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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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 신지식기반사회로서 정보통신기술의 계속적인 발달로,
인하여 정보유통 속도가 급진전하고 있다 도서관은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 ,
디지털자료 등의 출현과 도서관전산화로 인하여 종전의 폐쇄형 단독시스템에서

개방형 웹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년 월 도서관. 2000 3
정보화 추진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각종 도서관 소장자료 공유(www.mct.go.kr)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정보의 유통속도가 신속하.
여 짐에 따라 정보량이 급증하고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
문화적 과학적 변화는 인류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복음전파의 사명을 지닌 교회에서도 이러한 의식 변화에 유념하여 예수 그리

스도의 본질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상의 변

화를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시대에 알맞게 변화하여야 하며 그 시대에.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

여야 한다 교회는 그러한 복음전파의 한 방법으로 교회도서관을 설립하여 교회.
의 자료를 보존하고 교인들에게 교회에서의 생활을 일상화하는 방편을 제공하,
여야 한다 각 교회는 교회도서관의 직원 자료 시설 예산 등을 확보하고 자료. , , , ,
를 전산화하여 디지털시대의 교역자 교인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영적 교육적, , ,
문화적 측면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선교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서양도서관사에서는 보통 최초의 도서관으로 사원장서 를 들(temple collection)
고 있고 중세에는 수도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하여, (Harris 1991,

교회도서관은 도서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15) .
나라 교회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김명옥 참조. ( 2000, )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전파의 한 방법으로 교회도서관이 교회의 교육사

명을 담당할 수 있는 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
교회도서관의 단계별 활동내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교회도서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독교계와 사회의 변화2.

교회의 사명2.1
교회는 내 양을 치라 요 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복음전파" "( 21: 16)



도서관 년 봄호Vol. 56 No. 1(2001 ) 5

와 양육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교회는 친교 의 직능이 있다 교회는 본질상 제도화하여. (koinonia) .①

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는 예배 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사람들을 돕기. (worship) .② ③

위하여 있는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전도에 있다 교회는 교육의 직. .④ ⑤

능을 지니고 있다 교육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가. .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다 안광춘 박권배 조. ( , ,
인서 따라서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전도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 1987) , , , ,
명을 지니고 있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필요, .
한 이유는 첫째 교회가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 , ,
교회 자체가 세상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훈련시키며 또 그것을 가,
르치고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손봉호 편 교회는 이러한 희생. ( , 1987, 2-16)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봉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도서관은 이러한 봉사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의 교.
회에서는 예배에 중점을 두되 교인들이 교회에서의 생활을 일상화할 수 있는 문

화센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그 중심역할을 교회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도서관은 교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회에서의 생활.
을 일상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또한 교인들의 신앙생활 신학지식의 함, ,
양 여가선용 및 초신자교육 등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

기독교계와 인터넷2.2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된 것은 년 이수광이 간행한 지봉유설1614 (芝峰類
이며 년 문헌상으로는 년 경 황해도 장연군 소래에 최초로 개신교) , 1883 ( 1885 )設

회를 세웠다 이만열 그 후 년 현재 남한 총인구. ( , 1986, 44) , 1995 11. 1
명 중 종교인구는 명 이며 종교유형별 인구분포는 불44,851,000 , 22,598,000 (50.7%) ,

교 개신교 천주교 순이며 한국종교사연구소 편(23.2%), (19.7%), (6.6%) , ( , 1997,
서울에는 성도수가 명 있고 교회가 개 있다227) 2,828,296 , 5,823 . (韓國都市行政硏
. 1997, 227).究所 編

그리고 현재 검색엔진 심마니의 교회검색 사이트에는 서울특별2001. 2..28. ' '
시 교회 홈페이지가 개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388 . (http://search.bbi.co.kr/x-cd)
이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예( : http://www.kmz.pe.kr),

년 봄학기부터 기독교사이버대학이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전정희2002 ' ' . ( 2001.
또한 호산나네트워크 만나네트워크 한국교회네트워크3.3. 13) , , (Christian

등이 있고 년 초부터 갓피플닷컴 지저스위더스Church Network) , 2000 ,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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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등을 비롯한 각 기독교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회원확보와 함께 콘텐츠를 강

화하고 있다 또 영산인터넷방송 온누리인터넷방송 등 대형교회들이 인터넷방송. ,
을 운영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을 통한 선교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일보. ( 2000, 12. 29: 30)
그리고 년 월 설립 예정인 기독교교육개발원은 기독교교육 전문도서관2000 12 '
을 운영하여 기독교교육 연구와 교회교육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지현 또한 케이북닷컴 이 기. ( 2000, 22) (www.kbook.com)
독 인터넷업계 최초의 전자북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제휴사e-book( ) ,
주 의 만종에 달하는 외국신학 및 목회관련 원서 데이터베이스를 섹션( )KCBS 2
화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독교 인터넷 원서 쇼핑몰도 구축하게 되었다 최정. (
욱 이와 같이 기독교계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린기관으로서 신지식기2000, 22)
반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독교전문도서관 설립을 계획하여,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고 있다.

생활패턴의 변화2.3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기술 고도의 정보화사회 인구의 양적 팽창과 생활수준의, ,
질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기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년 월 합의한 주 일제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패턴2000 10 5
을 근본적으로 바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여가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주말프로그램이 풍부해 질 것이고 문화관광사업이 번창할 것이나 저소득,
층은 소득이 줄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학준. (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개발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정책의2000, 27)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화사회의 진전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및 노동시간 단축으,
로 생기는 여가시간 확대 등에 의하여 도서관 정보센터 이용자의 요구도 서비스·
시간의 확대 서비스 내용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열람봉사 업무에 있어서 컴,
퓨터처리에 의한 합리화와 서비스체제의 개혁에 쫒기고 있다. (高山正也 編

이러한 요구는 도서관 봉사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고1994, 16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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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의 발달2.4
인류에게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러한 본능은 각.
종 전달매체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세기 후반부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20 ·
시청각자료 컴퓨터 파일 등 각종 형태의 정보전달 매체가 개발되었, CD-ROM,
다.
특히 도서관계에는 등 전자매체CD-ROM, DVD-ROM, DVD Video, eBOOK
가 등장하였고 특히 은 이용자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조사를 가능케, CD-ROM
하였으며 또한 웹방식에 의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 가CD-Net, ,
정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교육체계의 변화2.5
취학 전의 유아교육이 유치원 유아원 등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 .
국 개 초 중 고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주 일제 수업제는 교육자율화의 신호탄33 · · 5
으로 꼽힌다 학생은 학과공부 위주의 학교생활 부담에서 벗어나 주말에는 특기.
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및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체육시설. .
등 사회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여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학준. ( , 2000, 27)
대학교육은 학부제로 인하여 최소학점제 복수전공제 등으로 대학원교육이 권,
장되어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
대학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
도서관 시설 및 봉사활동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계의 변화2.6
우리 나라 도서관은 년부터 도서관전산화를 실시하여 년 현재 공공도1980 1999
서관은 퍼센트 대학도서관은 퍼센트가 전산화되어 한국도서관협회86 , 83 ( 1999,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도서관전산화가 필수적이 되고 있다252), .
이와 같은 도서관 전산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네트웍 환경 하에

서 도서관 활동은 그 단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즉 무엇을 가지고 하나의 도서. ,
관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조직의 확대에 따라서 하나의 도서관이 본관과 분.
관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협력체제가 발전하여 네트웍에서 많은 도,
서관이 각각의 기능을 보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의 국가전자도서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
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개관이 협력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으로서 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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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서를 한 장소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3.

정보자원 기관3.1 ( )情報資源

교회도서관은 모기관인 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목표를 지

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도서관은 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외의 도. ·
서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 ,
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 교회도서관은 교회의 목적과 목표 장 단기계획 교회 각 기관의 활동 목, · ,
적 방향 내용 구체적인 방법 등을 파악하여 교회가 지향하는 활동에 필요한, , ,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기의 교회도서관은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21
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유통 속도가 급변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자료 등 정보전달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고CD-ROM, ,
있다 교회도서관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선택. ,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회도서관은, , , .
먼저 도서관의 목적 이용자범위 자료수집 범위 봉사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 , ,
여 교회도서관 자료를 신학분야에만 국한할 것인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
지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도서관은 모기관인 교회의 발행자료 즉 주보 교회신문 전도지 사, , , ,
진 단행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각종 형태의 간행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 , , , ,
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교회의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겸비,
하여야 한다 교회 발행자료의 수집은 교회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교회도서관은 각 기관의 납본을 의무화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3.2
교육이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

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이다 곧 피교육자의 지식 이해 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 , · ·
하는 인간의 육성과정이다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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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이 있다 이희승 편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교육하는 종교교육. ( 1995, 375)
이 있다 교회도서관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보조기관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어린이 교육기관1)

교회도서관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은 유아.
세 취학 전 어린이 세 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겸비하여 어린이의 종(3-5 ), (6-7 )

교적 이해 및 인성개발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인 자극을, , ,
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혹은 아동 주부 열람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
열람실은 학부모 또는 가족단위의 독서활동을 생활화하고 조기 독서교육의 중,
요성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열람석은 가족단위로 배치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각종 형태의 어린이용 비품을 배치한다 그리고 비치.
도서는 아동도서 자녀교육도서 교육도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청소년 교육기관2)

교회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봉사.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도서관은 교회학교 학생에 대한 기독교 지식습득 및 학.
습활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근래.
청소년 사이에 인터넷검색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도 전자신문. ,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다른 정보원 및 채(electronic newspaper) ,
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도서관은 교회 소재지역 내의 학교의 종류(Savolainen, 1999, 765). ,
특성 및 학교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의 사서교사 교사 및 상담교사와,
협력하여 교과과정 독서습관 학습능력개발 인성개발 및 학생생활에 도움을 줄, , ,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성인 교육기관3)

교회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므로 이용자가 주로 교역자 교인이지만 교회의 특,
성상 그 대상을 넓혀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신자인.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자율적 자기학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특정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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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 ,
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훌륭한.
시민정신 풍부한 인성개발 홍익 인간적인 인격도야 및 풍부한 인생활동 등을, ,
통하여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 국가와 민족문화, ,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은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교육, ,
적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계층 특성 및 직업, , ,
에 유의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여야 한

다 즉 농어촌지역은 농어민을 위한 자료수집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공장지역은. , , ,
교회 지역 내의 공장의 종류 업무내용 제품의 종류 등을 파악하고 교인 및 소, , ,
재지역의 주된 주민들의 계층을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등으로 분류하여 봉사활, ,
동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서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본 동기를 제공하고 이,
용자에게 학문 연구 및 조사에 도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과 비판, ,
능력을 일깨워 주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 .
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신학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

주제 분야에 대한 자료 즉 철학 독서 및 취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여, ,
야 하고 일반서목 특수서목 및 인터넷검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설을, ,
풍부히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4)

교회도서관은 교인 및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이란 개인이 평생동안 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도서관자료 및 도.
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교육 연구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우리가 생애에 걸친 학습이론을 지지한다면 이는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교육전문가로서의 사서들은 이러한 정보 이.
용교육의 기본이념 즉 정보 이용교육을 생애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서들은 이 토대 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 박준식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는 달리. ( 2000, 31)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서관 소장자료 및 제공정보가 교재이고

교사인 것이다 교회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과 취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도서관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효과적인 정보이용은 평생교육 생애교육의 필수조건으로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정보 활용방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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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다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이는 사서의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것,
이다.

신학전문 교육기관5)

교회도서관은 신학전문 교육기관 신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도서관은 설립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
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다, , .
사공 철 등편( 1996, 314)
따라서 교회도서관은 신학전문도서관으로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
는 도다 호 하는 탄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각종 형태의 신학관계 자료를"( 4: 6)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신학전문 교육, ,
기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도서관은. ①

교역자의 종교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서연구 설교 교육 상담 봉사 교, , , , ,
회운영 및 업무관련 자료 등 전문적인 신학관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 ②
신도의 신학적 지식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신학지식 함양 기독교적인 인격수양, ,
영성개발 문서선교 등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직원 및, . ③
기타 교회종사자에게 필요한 신학적 자료 업무관련자료 및 인격도야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의 이러한 신학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교회사서의 신학전문사서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교회사서는 신학관련 정보.
제공자 정보연결자 및 정보중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조사 연구기관3.3 ·
교회도서관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겸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술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전문적 학술적인. ,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평신도 연구자 및 학자들의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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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서관은 신학 주제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제 과학, ,
교육 기술 농업 문화 법률 산업 의료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 중에서 지역사, , , , , , ,
회와의 관련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외의 학술자료 연속간행물 학회지 등을 수집· , ,
하여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명성교회에서는 신학관계 학위논문.
을 수집하여 별도로 배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전문도서관으로서 바람직한,
운영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서지도기관3.4
독서지도의 일반적 배경1)

독서지도란 독서를 통한 인간교육의 실천적 활동이다 독서지도가 필요한 이.
유는 올바른 독서 습관과 자발적인 독서 태도를 배양시키기 위하여 독서,① ②

자료 선택능력의 배양과 독서흥미의 편향을 막기 위하여 이해력과 감상력을, ③
증진시켜 독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독서를 통해 발전적인 사고능력과 실, ④
생활로의 응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독서문제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 ⑤
료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손정표 독서지도는 아동에서 성인. ( 1999, 91-92)
에 이르기까지 인성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서에게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독서생활화 시책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국립중19「 」

앙도서관장이 시책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독서운동1. ·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활동2.

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활동3.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4.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5. ·

이러한 사항은 각계각층의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교회도서관은 각 계층의 독서관련 활동을 유의하여 교인의 독서생활화 운.
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교인 각 계층의 독서회를.
운영하거나 시화전시회 발표회의 전시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그런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

로그램의 종류는 독서회 운영 일 독서교실 자모독서교실 독후감, 1 , ,① ② ③ ④

발표회 문학의 밤 시낭송대회 모범이용자 다독자 표창 도서관 독, : , , ,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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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간 독서문화행사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쓰기 및 모집 계절 여, , , , (⑧ ⑨ ⑩ ⑪

름 겨울 독서교실 독후감 감상화 그리기 교실 이야기 유아 교실 동, ) , ( ) ,⑫ ⑬ ⑬

화구연대회 도서관견학 및 현장실습 도서전시 등이다 허윤금, , . ( 1992, 132⑭ ⑮

참조)
독서회는 회원들이 작가 작품 및 특정문제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집단독서를,
통하여 인간관계 형성 상호간의 지식 및 정보교환 창조력 및 사고력 앙양 인, , ,
생 가치관 창출 당면문제의 토론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조직한 모임이다 개인, , .
독서를 사회화함으로써 독서과정에서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 적응력

을 길러주는데 그 특색이 있다.
독서회 운영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 대한 거리감이. ①
좁아지며 친근감이 생기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도서, , . ②
관의 이용법 즉 구조와 역할 이용방법을 알게 된다 적극적인 사고 형성과, . ③
조직사회를 체험하게 되었다 발표력과 문장 구성력이 길러지고 가족과 주위. ,④

에 도서관 활동에 대한 홍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직, . ⑥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회에서는 지역사회 관공서와 기업간의 유대가 강화되

었다 허윤금 교회도서관은 이러한 독서회의 운영효과를 얻기 위하. ( 1992, 136)
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교인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동기부여에

노력하고 아동부 청소년부 및 성인을 위한 독서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아동 독서지도2)

어린이는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생각하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독서지도는 어린이의 학교생활 교과학습 가정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독서, , ,
활동이 있는 곳에서 당면하고 있는 생활현실과 관련하여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

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인간의 실천적 교육활동이며 이 활동이 체계있게,
진행되는 것이 독서교육이다 김효정 등. ( 1992, 19)
교회도서관에서 아동은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어린이를 의미하며 연령별, , ,
로 구분하여 독서지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아동 독서회를 구성하여. ,
매월 추천도서목록 및 신착도서목록을 각 가정에 송부하여 아동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어린이독서 회원을 위한 모임을 정,
기적으로 주선하여 독서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하

며 동화그림극 독후감상화 그리기 생각 발표하기 등을 개최함으로써 독서활동, ,
의 생활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에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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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독서지도3)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한다 청소년 독서회는 정기· .
적인 독서토론을 통하여 상호 이해력 증진 개인의 독서능력 신장 정서함양 인, , ,
성개발 성숙한 문화시민생활 유지 등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독서회를 수료한 청소년에게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독서회에 참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교회사서는 사서교사와 마.
찬가지로 학교의 정보중개자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왜 누구에게" " , , , ,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Miller, Donna
& Anderson, J. 1996, 1-17)
청소년 독서회는 연령 학년 관심 주제별로 인원을 소수화하여 친근감있는 모, ,
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 행사 공동참여 도서관 자원봉사 독서회 간. , ,
의 연합모임 타 교회 독서회와의 교류 회지발간 및 소식지 배부 등을 통하여, ,
활동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청소년 독서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에게 교외학습기관으로써 활①

동무대를 제공하고 교회도서관을 문화시설화하며 청소년 추천도서목록을, ,② ③

작성 배포하고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독서회 회보 작성 및 소식지를, , ,④ ⑤

배부하며 학교와 교회도서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서, ,⑥ ⑦

클을 조성하는 것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독서능력 발달은 교사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사보다

부모의 의도적 독서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와 사회 사회와. ,
가정 가정과 학교가 상호 연계된 사항에서만 독서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김효정 등 따라서 교회사서는 청소년 독서지도를 위하여 부모. ( 1992, 133) ,
학교교사 상담교사와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통한 생활지도 인성, ,
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인 독서지도4)

독서목적은 개인이 생산적 사회적 오락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부딪치는, ,
생활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그러한,
욕구만족을 위하여 여하한 환경과 상황 아래서도 자신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

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 있다 손. (
정표 따라서 성인의 독서는 교양 연구 생활정보 습득 오락 사고능력1999, 19) , , , ,
배양 사회성 앙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
독서지도의 구체적 방법은 독서흥미 유발지도 독서자료 선택지도, ,① ② ③

정독과 적독 지도 속독지도 서목작성 지도 독서위생 지도( ) , , , ,摘讀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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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독서지도 독서노트 일기쓰기 지도 독서감상문 지도 등이 포함되, · ,⑧ ⑨

며 손정표 독후감 발표법 토론법 독후감 감상화 그리기 등에, ( 1999, 203-281) , ,
대한 지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서는 독서지도사 독서요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독서요법은, . 19
세기 후반부터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도 활용되어 통찰력 자, ,
아이해 및 자아실현 문제해결 사회적응능력 등을 돕는 정신적 문제해결의 접근, ,
방법으로서 그 대상은 정신질환자를 비롯하여 문제아 비행청소년 비교적 경미, ,
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용범위가 넓어,
졌으며 건강한 사람들의 인격성장과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혜숙 교회사서는 독서자료의 선택 발표 토의를 하는데 조언함으로( 1998, 73) , ,
써 개인의 정신적 영적성장 및 재활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

정보센터3.5
전문도서관의 정보전달 기능은 이용자가 스스로 검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해

답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요구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
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 제공하여야, , , ,
한다 이용자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신학관련 정보 현행 발행물 세미나 각종 발표자료 및 연구계획 자료 문: , , ,
제해결 기관과의 연결통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취업정보 취업 아르바이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나 인터넷 등을 이: ,

용한 정보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서가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교인 및 지역주민들의 상담에 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3) 생활정보 입시 건강 레저 취미생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 , , ,

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4) 정보화사회 정보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등 현대사회발전 추세에 비추어: ,

알아두어야 할 각종 정보를 별도로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이 실생활과 연

계되도록 봉사하여야 한다.

문화센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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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문화센터란 견해는 서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배하여 도서관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도 년 정독도서관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고 있다1978 .
교회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설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한다면 문,
화센터 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의 문화센터적 기능은 문학 시각. ,
예술 공연예술 음악 레크레이션 등 문화기관의 종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화, , , .
예술기관인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과 같은 순수 문화기관과는 다른 의미이, ,
다 교회도서관은 이러한 문화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문화활동의 주선 및 주관하는 기관인 것이다, .
그리고 공간이 허락한다면 문화활동을 주최하는 기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서관의 문화센터 교육내용은 문학 서예 미술 어학 음악 건강 사회 취미, , , , , , , ,
교양 등에 관련 된 것으로 비디오 및 영화감상회 연극공연 주민이 연출하고 진, (
행하는 유명작가 또는 예술인들과의 대화시간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 .
히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은 교회도서관에서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교회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표 과 같다, < 1> .

표 교회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문화교실 교육내용< 1>

대상 영역 교육내용

유아

놀이,
레크레이션

동화구연 인형극감상회 부모와 함께 한 동화읽기, , ,
노래부르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작시연, ,
연극공연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
미술작품전시

초등학교 기초교육 독서지도 컴퓨터 서예 전통예절 음악교실, , , ,
청소년

기초교육,
교양교육

예의범절 독서토론 및 상담 문학강좌 영화 및, , ,
연극감상법 고전강좌 다도, ,

성인

취미분야 서예 꽃꽂이 원예 사진 합창 민속악기, , , , ,
생활지식 법률상식 부동산지식 옷수선 재봉 가전제품수선, , , ,
생활문화 수채화 공예 손뜨개 지점토 다도 홈패션, , , , ,
건강,
레크레이션

건강관리 생리 지압 단전호흡 체조 수지침 요가, , , , , , ,
일반질병 상식 및 응급처치법

노인 건강오락
건강체조 바둑 장기 단전호흡 에어로빅 정신건강, , , , , ,
노후질병상식



도서관 년 봄호Vol. 56 No. 1(2001 ) 17

표 과 같이 교회도서관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 1>
지 다양한 교인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교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회사서는 문화기획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회도서관이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은 교인을 교회도서관으로 유①

치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은 일반인의 모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은 연구활동이나. ②
공부만 하는 지식인과 학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인이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교인의 독서흥미를 유발하. ③
기 위한 것이다 교인이 도서관을 통하여 교회생활을 일상화하기 위한 것이. ④
다 현재 교인들은 일주일에 예배시간을 중심으로 교회에 출석하는데 교회도서.
관을 이용함으로써 교회생활을 생활화 할 수 있다 교인을 도서관의 지적향. ⑤
연에 초청하여 도서관을 통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인에게 도서관의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관.⑥ ⑦

련분야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지원에 대한 열의. ⑧
를 유도할 수 있다 교인들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면 자원봉사 자료. ,
기증 및 개인의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⑨
에게 도서관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 이용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주로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고생들에게도 충분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회도서관은 시설과 예산이 허용한다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하

고 시청각실 검색실 전시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전 시화, , PC , . ,
전 전시회등을 도서관에서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상상력 창조력 여가선용, , ,
능력 잠재력 등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박물관3.7
교회도서관은 교회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여 각 교회의 역사적 자료 사진, , ,
기념문서 및 오래된 각종 박물관적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겸비하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교회박물관은 평강제일교회의 평강성서유물. '
박물관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박물관적 기능은' . (http://www.amp.or.kr)
유명한 박물관 유물소장 보다는 각 교회 내의 오래된 역사적 자료 기독교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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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자료 등을 수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각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교회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도서관으로

운영하든지 혹은 강남교회의 영성신학원도서관 소망교회의 어린이도서관 혹은,
명성교회의 신학 문학 및 어린이 열람실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교회도서관 업무의 단계별 과정4.

도서관 설립 준비단계4.1
교회도서관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당국자는 교회의 목표와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부속기관으로서 교회,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2) 교회구성원 교역자 직원 교인 등 의 지적능력 및 관심분야 지역사회의( , , ) ,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특수성 등을 파악한다, , .
(3) 교회 각 부서에 비치된 단행본 연속간행물등 자료의 비치현황을 파악한,

다.
(4) 예상 자료량 비품의 종류 직원 예산을 고려하여 도서관공간을 확보한, , ,

다.
(5) 교회 내에서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 전공자 전직 교사 도서관위원회, ,

경험자 독서지도 유경험자 혹은 도서관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한다, .

도서관 구축단계4.2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대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그리3 , ,
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사서를 확보한다.
(2) 도서관 공간 및 비품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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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할 도서량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단기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 .
② 도서관 위치를 결정한다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
는 기관의 중심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기본적인 비품을 결정한다 필요한 서가 열람대 의자 대출대 북트럭. , , , , ,
연속간행물전시가 신문가 컴퓨터 게시판 사서책상 등 비품을 결정한, , , ,
다.

④ 도서관 공간을 확보한다 도서관은 자료소장공간 이용공간 직원공간 등. , ,
이 필요하다 자료소장 공간은 단행본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및 시청각. , ,
자료 등을 위한 서가 전시대 신문가 및 자료보관함 등을 위한 공간 이, , ,
용공간은 열람 대출 정보검색 등을 위한 공간 직원공간은 직원사무용, , ,
공간 작업실 등이 필요하다 김명옥 참조 이용자를 위한, . ( 2000, 157 )
공간은 이용자수 이용빈도 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에 근거하여 할, , ,
당되어야 한다.

⑤ 비품 및 업무공간을 위한 배치도를 작성한다.
(3) 도서관 예산을 확보한다.
(4) 도서관자료를 수집한다.

교회도서관 업무분야별 발전단계4.3
도서관 준비단계 및 도서관시설 기반이 준비된 후 도서관업무 활동이 실시된,
다 도서관업무는 초기의 도서관활동의 기본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도서관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다.
펜폴드 는 정보봉사의 틀 을 구성하는데 다음과 같은(penfold, 1999) (framework)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5 .

제 단계 조사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1 - : ?
제 단계 분석 그 업무를 왜 누구를 위해서 수행하는가2 - : , ?
제 단계 계획 무엇을 제공해야 하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3 - : , ?
제 단계 실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4 - : ?
제 단계 앞으로의 방향 추진력의 유지 효과 평가5 - : ,

교회도서관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효율적인 도서관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5
데 먼저 봉사대상자의 범위 봉사활동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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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회도서관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단계별 수준별 업무내용은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개관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을 도서관자료의 수집 자료조직 자. -> ->
료제공 열람봉사 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
도서관경영 도서관전산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과정은 표 와 같다, , < 2> .

표 도서관업무 영역< 2>

표 와 같은 각 영역에서 업무의 발전단계를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단계< 2> 3 . 1
는 도서관 업무활동의 최소단계로 업무내용의 구축 및 기반조성 기간 제 단계, 2
는 중간단계로 업무내용의 활용기간 제 단계는 최대단계로 고도의 기술을 구사, 3
하여 최고수준의 영역별 업무 구현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각 단계별 도서.
관업무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표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

표 도서관 업무의 발전단계< 3>

분야구분 최소단계 중간단계 최대단계

도서관경영

도서관규정 작성

단기 계획

도서관홍보 교회내( )
문서관리

장기계획

집중제 분산제 결정,
도서관 홍보 웹( )
도서관홈페이지관리

과학적운영관리기법

자료수집

교회발간 자료 수집

기본 참고자료 수집

신학기본자료 수집

등

연속간행물 수집

비도서자료 수집

장서개발 평가DB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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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 단행본정리 연속간행물정리 비도서자료 정리

열람봉사 최소봉사 중간봉사 최대봉사

전산화
전산화 계획

도서관자료 화db 인터넷검색
원문검색

디지털도서관 구축

도서관

전체활동

도서관 구축

도서관 기반조성기간

도서관전산화

도서관망 구축
도서관망 개방

표 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업무를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체< 3> 3 ,
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서관경영1)

도서관경영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요소가 협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결부시킨 시스템으로 도서관활동 전반에 관여한다 모리스. (Morris 1996)
는 계층별 관리자 경영자 의 주된 업무의 변화를 표 와 같이 나타내었다( ) < 4> .

표 도서관관리자의 주업무의 변화< 4>

고위 관리자 전략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적업무/

중간 관리자 전략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업무/

하위 관리자 전략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업무/
출처 : Morris. B. 1996. First in Management LondonL Lib. Assoc5.

표 와 같이 하위직 관리자의 주업무는 비록 다른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 4> ,
지만 기술적 전문적 전문가업무에 치중하고 점차적으로 대인관계 전략의 순서, / , ,
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업무는 기술적 전문적인 기본. ,
업무가 수행되고 중간단계에서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능력이 요구되고, ,
고위관리자에게는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경영능력을 요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리자의 업무는 도서관경영의 각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의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

(1) 최소단계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최초단계로서 초기도서관 운영기: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 ①
서관규정 작성 단기계획 년의 계획 업무일지작성, : 1-3 , ,② ③ ④

도서관홍보 교회 내 교회 내에서 도서관의 존재와 그 이유를 밝( ) :
힐 수 있는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도서관홍보는 게시판 안내책자. ,
팜플렛 등 교회주보 교회신문 등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도서관업( ), ,
무를 밝힌다.

(2) 중간단계 도서관운영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기간 중의 업무: .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관리 도서관의 공문 서류철 각종 문. : , ,①

서자료 등을 정리 보관한다 장기계획 최소한 년 이상의. : 5-10②

장기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 ③
계자료분석 도서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업무: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최대단계 도서관운영의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
도서관유효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합리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
간이다 도서관유효성은 도서관이 얼마나 훌륭하며 도서관이 수행. ,
한 업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Brophy & Coulling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1996, 135-136)
있다 이 기간의 업무내용은 도서관홍보 교회 외부 도서관홈페. ( ) :①

이지 도서관소식지 등 이용 기록보존 문서관리 교회의 공문서, , :②

수집 정리 및 관리 과학적 운영관리기법 적용 직(archives) , , ,③ ④

무분석 및 직무평가 집권제(Stueat & Moran 1993, 103-105), ⑤
대 분산제 결정 교회 내 각 부서의 소장자료 관리방침을 결정한:
다 교회도서관은 교회 내에서 복본을 피하여 교회의 경비를 낭비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 교회 내의 각 부서에서 구입 교환, , ,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을 경우 그 자료,
에 대한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즉 각 부서의 소장자료는 집중제 집권제 부분집권제 및 분권제 분산제 등으, ( , ),
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제란 도서관이 자료관리 권한을 전적 혹은 일부분을 소.
유하는 것이다 그 중 집권제는 각 기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하여 도서관에서. ,
선택 수집 등록 정리 관리하며 각 기관은 장기대출 형식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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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부분집권제는 각 부서에서 구입 기증 교환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도. , ,
서관에서 등록 정리 장서점검 등을 담당하고 각 부서에서 소장 관리하는 것이, , ,
다 분권제는 각 부서에서 수서 정리 소장 대출하되 교회도서관의 지휘 감독. , , , ,
예 장서점검 등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제는 도서관과 상관하지 않고 각( : ) . ,
부서에서 도서자료를 운용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표 표 표 표, < 5>< 6>< 7><
과 같다8> .

표 집권제< 5>

표 부분집권제< 6>

표 분권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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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산제< 8>

교회도서관은 각 부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내의 모든

장서가 집권제로 운영하거나 부분집권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자료수집2)

(1) 최소단계 도서관 개관준비 및 초기의 자료수집 업무기간이다 이 기간: .
의 업무는 교회 내의 발행자료 수집 이용자 및 교회 각 부서,① ②

의 관심주제 파악 희망도서 접수 신학 기본자료 선택 및 수, ,③ ④

짐 문학 및 교양자료의 선택 및 수집 등이다, .⑤

(2) 중간단계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춘 후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를 선정하여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에는 교회 각 부서의 필. ①

요한 자료를 파악 도서관 장서평가 및 취약부문 강화 성문, ,② ③

화된 자료선정 정책 준비 자료선정위원회 활용 지도 그림, , , ,④ ⑤

테이프 등 특수자료의 중점적 수집 각종 간행물 평CD-ROM, , ⑥
가 및 점검제도의 확립 등이 포함된다.

(3) 최대단계 도서관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간행물이나 이용가치 및 보존가:
치가 있는 미간행물 수집에 유의하는 기간으로 이 경우에는 고, ①

서 절판 미간행물 외국간행물 등 특수한 출판물에 대한 정책수립, , , ,
교회 각 부서의 보고서자료 컴퓨터 출력물 등과 같은 특수자료,②

의 수집 신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평가와 선정 등의 업무를 수, ③
행한다.

자료조직3)

(1) 최소단계 도서관 자료조직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교회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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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한 분류표 선정 도서기호 별치기호(Dewey 1996), ,② ③

목록작성 방법 목록의 종류 혹은 검색방법(location mark), , ,④ ⑤

도서 장비방법 등을 결정하여 일관성있게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⑥

이다.

(2) 중간단계 자료조직의 중간단계는 연속간행물 특수자료의 정리에 중점: ,
을 두는 기간으로 연속간행물 제본 및 정리 특수자료 지도, ( ,① ②

그림 사진 등 를 위한 파일링 및 검색시스템 고안, , CD, Video ) , ③
정보파일자료 팜플렛 클리핑 리플렛 등 파일링 시스템 확립 등의( , , )
업무를 수행한다.

(3) 최대단계 자료조직의 최대단계는 색인 초록 해제 자료를 작성하여 이: , ,
용자에게 최대의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내부용 주①

제조직시스템 예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등 창안 등의 업무를 수( : , )
행한다.

참고봉사4)

(1) 초기단계 참고봉사 혹은 정보제공업무는 간접봉사업무와 직접봉사업무:
가 있는데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역이기(Katz 1987, 5-7),
때문에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이다 초기단계는.
기본 참고자료 예 용어사전 백과사전 기독교사전 등 의 선택( : , , ) ,①

수집 단순한 참고질의 응답 도서관상호대차 실시 신착도, , ,② ③ ④

서안내 잡지목차 회람 등이 포함된다, .⑤

(2) 중간단계 중간단계는 이용자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통하여 친밀한: ,
관계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주제분야 연구분야 및 관심분야 등을 인,
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의 업무.
는 제 차자료 예 서지 색인 초록 등 의 선택 수집 교회2 ( : , , ) , ,① ②

발행물의 색인 및 초록 작성 이용자요구에 관한 포괄적 문헌탐, ③
색 수행 최신정보제공 예 시스템 도서관협력망 참여 등, : SDI ,④ ⑤

을 수행한다.

(3) 최대단계 참고봉사의 최대단계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는 것이:
다 자료수집 규모 자료의 질적 수준 및 참고사서의 정보검색 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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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참고면담 기술에 의존한다 이 단계의 업무는 신착문헌의. ①

초록 작성 및 배포 원하는 정보의 평가 및 초록 제공 해제, ,② ③

목록 작성 및 배포 학술기사의 초록적 번역 제공(annotation) , ,④

주제분야의 미간행 정보원에 대한 지식확보 정보검색을 위한,⑤ ⑥

전산방법 이용 색인작성 신문 학술지 보고서 기타 자료의, : , , ,⑦

색인업무 등이 포함된다.

도서관전산화5)

(1) 최소단계 도서관 전산화를 준비하고 전산화를 실시하는 초기단계로써: , ,
도서관전산화 목적의 구체화 도서관업무의 전산화 작업분야.① ②

선정 도서관관리시스템의 결정 도서관 단행본자료의. SW .③ ④

화 바코드시스템을 적용하여 대출 반납업무 실시 이용자DB . ,⑤ ⑥

교육 등이 수행된다.

(2) 중간단계 관내 단행본자료의 가 이루어지고 관내 검색이 가능한 초: DB ,
기단계 이후에 연속간행물 화 이용 인터넷 이용 등이DB , CD-Net ,
가능한 단계이다 이 기간의 업무는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시스. ①

템 기반 구축 에 의한 정보검색 연속간행물 서지 입, CD-Net ,② ③

력 온라인 상호대차시스템 협력 등이 포함된다, .④

(3) 최대단계 고도의 성능을 지닌 디지털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멀티미디어 구축 기사색인 구축 소장 자료의 웹검DB , DB ,① ② ③

색 원문검색 화상 동영상 검색시스템 구축 웹진 출판, , , , ,④ ⑤ ⑥

등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DB .

결론5.

본 연구에서는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도서관업무의 단계별 업무내용을 대략적

으로 고찰하였다 교회도서관은 기독교계 교육계 도서관계 및 일반문화의 변화. , ,
를 유념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다 즉 교회도서관은. ,
교회 내의 정보자원기관 교육기관 어린이 청소년 성인 평생교육 신학, ( , , , ,① ②

전문 조사 연구기관 독서지도기관 정보센터 문화센터 박물관), · , , ,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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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교인들이 교회에서의 생활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 지역주민들이 교회도서관을 통하.
여 교회에 나아올 수 있는 통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을 운영할 때에는 도서관 각 업무의 단계별 과정을 유의하여 고도

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발전단계를 도서관 설립 준비단계 도서관 구축단계 업무분야별 발(1) , (2) , (3)
전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업무분야별 발전단계에서는 도서관 업무영역을. ①

도서관경영 자료수집 자료조직 참고봉사 도서관 전산화로 구분하, , , ,② ③ ④ ⑤

고 각각의 영역에서 최소단계 중간단계 최대단계로 나누어 각 업무의 단계별, , ,
과정에서의 업무종류를 간략하게 고찰하여 교회도서관 활동의 현재의 수준을 가

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화 당국자는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교회도서관을 설립함으

로서 독특한 교회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서관 발전을 도모하여.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교회의 문화적 향연에 참여함으로서 영적 정신적 문화, ,
적인 개인생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회도서관이.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회사서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기의 교회사서는 주제전문사서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탐. 21 , , ,
색전문가 정보중재자 문화기확자등의 역할을 수향하여 이용자에게 유익한 봉사, ,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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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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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LCSH, the 20th ed. In order to figure out
how diverse, detailed and objectively the Korea-related subject headings are
represented in the LCSH,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number,
diversity and depth of those headings and the subject headings related to
Japa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1) Selected headings which deal
with subjects controversial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2)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ree pairs of subject
headings: KOREA and JAPAN; KOREA HISTORY and JAPAN― ―

HISTORY; and KOREAN LITERATURE and JAPANESE LITERATURE. (3)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관리실 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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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number of subject headings from one tenth of the LCSH were
counted and grouped into twelve subject categories.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were much fewer in numbers, much less
detailed under the same subjects, and much less diverse in subject categories
than those headings related to Japan. Some headings of interest considered
controversial (e.g., Tumne River, Tok Island, etc.) represented various points
of view in choosing the headings. A further study is suggested to examine
the whole contents of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LCSH for the most
updated information about the depth and diversity of the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서론1.

연구의 목적1.1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회 도서관 주제 표목표 (Library of Congress

이하 라고 약칭함 에 수록된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의Subject Headings: LCSH )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다 안에 이 표목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다양하게. LCSH , ,
그리고 객관적으로 채택되어 한국에 관한 주제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수록되어 있는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대학 및 연구 도서관에LCSH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불어로도 번역되어 캐나다와 프랑스 등 불어권의.
많은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주제 표목표인 것은 재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챈은 주제 편목의 표준 시스템으로서 출판 서지의 색인. ,
용어집으로서 책자형 및 온라인 정기 간행물 기사 색인의 디소러스로서 그리고, ,
미국 국회 도서관 및 외부 도서관들의 온라인 검색 도구로서 의 중요성을LCSH
강조하였다.2)

2) Lois Mai Cha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95), 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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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정되어 있는 주제 표목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현상 인명 지명 등LCSH , ,
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에서 채택하고 있는 리터러리 워런트 의 원칙에 따라LC (literary warrant)

에 특정한 주제 표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LCSH
문헌이 도서관의 장서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 수록된. LCSH
한국에 관한 주제 표목들이 주제 면에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또한 특정한 주,
제 안에서 세목으로 상세하게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에 소장된 한국에 관한, LC
문헌들이 다양한 주제의 포괄적인 장서로 구성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분,
야의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전제하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에 수록된 주제 표목들 중 한국, LCSH
과 일본 혹은 주변 국가들에 관련되어 있고 문화적 정치적 혹은 역사적으로, , , ,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표목들이 어떤 형태로 선정되어 있는가를 살펴 본다.
둘째 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이 어떤 주제에 분포되어, LCSH
있으며 동일한 주제 표목 아래에서는 얼마나 세분되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 ,
보도록 한다 여기서 일본에 관한 주제 표목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 ,
은 일본이 역사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한국,
을 다루는 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 및 시대 구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측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과 구성1.2
이 연구의 장에서는 년에 발간된 판 전 권 면 에 수록된2 1997 LCSH 20 ( 4 , 6165 )
주제 표목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 혹은 인접 국가들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목들을 몇 가지 골라 그 표목들이 어떤 형태로 채택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한다 또한 특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표목들이나 주.
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주제 표목들은 판 년 을 참조하여 그LCSH 15 (1992 )刊
형태와 내용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장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명 표목 와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명3 KOREA
표목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표목 와 일본 역사JAPAN, KOREA HISTORY―

를 대표하는 표목 그리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표목JAPAN HISTORY,―

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표목KOREAN LITERATURE JAPANESE
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에서 동일한 주제LITERATURE . LCSH

를 다루는 표목들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관련되었을 때 얼마나 상세하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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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주제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장에서는 판에 수록된 한국 및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의 수와 주제4 LCSH 20

별 분포를 살펴 본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이 한국 및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
의 통계적 검증이 아니라 대체적인 특징과 분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여기

에서는 의 전면을 모두 검토하는 대신 의 제 면에서 시작하여 매LCSH , LCSH 5
번째 면을 검토하여 면 면 으로 진행 면까지 전체의 십분의 일을10 15 , 25 ... , 6165

살펴 보도록 한다 이하의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표목들은 특별히 판이라. 15
고 명기한 표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에서 추출한 표목들이다20 .

한국 및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은 먼저 총수를 파악한다 각각의 주제 표목.
옆에 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 번호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Number)
가 병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를 채택하고 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표,
목의 경우에는 상위 표목을 참조하거나 직접 분류표 를 참조하여 대략적(LCCS)
인 주제 분류를 시도한다 본문에서 진한 글씨로 표시된 주제 표목들은 에. LCSH
선정된 표목형태를 나타낸다.

용어의 정의1.3
이 연구에서 한국 관계 주제 표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 수: LCSH
록된 표목들 중에서 아악 해금 와 같이 전(1) A'ak ( ); Haegum ( ); Kwon family
체 혹은 일부가 명백한 한국명을 로마자화한 주제 표목, (2) Civics, Korean;

과 같이 정치되었Didactic literature, Korean; Korean Air Lines Incident, 1983
거나 도치된 형태로 혹은 을 포함한 주제 표목Korea Korean . (3) Experimental

처럼 지리 세목으로 한국을 포함한forests Korea; Ponds Korea (South)― ―

주제 표목.
일본 관계 주제 표목도 동일한 원칙으로 정의한다: (1) Sushi; Hirado

처럼 전체 혹은 일부가 명백한 일본명을 로마자화한 주제 표목porcelain , (2)
처럼 정치되었거나Japanese tea ceremony; Idealism, Japanese; Japanologists

도치된 형태로 혹은 를 포함한 주제 표목Japan Japanese , (3) Excavations
과 같이 지리 세목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제 표목 그러(Archaeology) Japan .―

나 나Art, British Japanese influences Chinese literature Korean authors― ―

처럼 주제 세목에 나 이 들어간 표목들은 포함하지 않았다Japanese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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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일반적 특징1.4 LCSH 20
이 연구에서 참조한 판은 년 월 현재 미국 국회 도서관의 주제LCSH 20 1997 1
전거파일에 수록된 모든 주제 전거 레코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표목의 총수는

대략 개에 이른다 판에 레코드가 수록되었던 것에 비하면 일232,000 . 19 222,900
년여 사이에 여개의 표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의 표목들 중에9,100 . 20
는 개의 개인 인명 표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표목은 성17,600 16,000

이다 주제적 주제 표목은 개에 이르고 개의 통일( : family name) . 174,500 , 470姓

표제 개의 단체 표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34,800 .3)
의 규모와 인명 기관명 지명 화학 및 생물 성분명 등은 일일이 파악하LCSH , , ,

기도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잠재적인 중요성을 갖는 모든 주제 표목들이

에 수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인명 기관명 지명들은LCSH . , , LC
의 전거 파일에 매우 잘 수록되어 있어 를 잘 보완하고 있다LCSH .4)

한국에 관련된 논쟁이 되는 주제 표목들2.

이 장에서는 에 수록된 주제 표목들 중 한국에 관련되어 있고 주변 국LCSH ,
가들과 문화적 정치적 혹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표목들이 어, ,
떤 형태로 선정되어 있는가를 살펴 본다 실제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큰 역사적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가 에서는 어떤 형태의, ' ' LCSH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가 명실공히 국제. LCSH
적인 주제 표목표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도와 같이 특정한

주제 표목의 채택 여부 및 그 표목의 형태는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LCSH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 독도를 비롯한 몇 가지 주제 표목들을 살펴 보

도록 하였다.

3) Library of Congress. Subject Cataloging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20th ed. (Washington, D.C.: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1997),
"Introduction".

4) W.E. Studwell,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hilosophy, Practice, and
Prospects (New York: Haworth Press, 199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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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1)

의 판에서 독도는 다음과 같이 독립된 주제 표목의 형태로 수록되어LCSH 20
있다:

Tok Island (Korea)
UF Dok-do (Korea)

Dokdo (Korea)
Take-shima (Korea)
Tokto (Korea)

BT Islands Korea (South)―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에서는 한글을 로마자화하면서 방식을 사용하LCSH M-R
고 있다 이 표목은 독도를 로마자화하면서 일반 지명으로 섬을 나타내는 부분.
인 도 는 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는 독도를' ( )' Island . Dok-do, Dokdo, Tokto島

다르게 로마자화한 모양들이다 의 형태로 채택된 이 주제 표목은 괄. Tok Island
호 안의 지리 한정어로도 독도가 명백히 한국에 소속된 지명임을 보여 주고 있

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고집하는 명칭인 다케시마 는 표목. (Take-shima)
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동해와 대한 해협(2)

의 주제표목으로서 동해와 대한 해협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LCSH
다.

Japan, Sea of
UF Tong-hae

Korea Strait
BT Straits Japan―

Straits Korea (South)―

동해는 한국인들의 정서 혹은 논리와는 무관하게 에서는LCSH 'Japan, Sea
의 형태로 채택되어 있다 사실상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지도 백과of' . LCSH ,

사전 등에 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한해협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명Sea of Japan .
칭이 아니지만 참고로 살펴 보았다 표목의 형태는 가 아니라, . 'Taehan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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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되어 있고 상위 표목으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갖고 있'Korea Strait' ,
다.

태권도와 합기도(3)

의 판에서 태권도는 철자도 틀리게 표기된 채 일본의 가라데를 보라LCSH 15
고 참조가 주어지고 있다.

Taekwan Do
판Use Karate [15 ]

판에서는 독립적으로 주제 표목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라데20 .
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다 태권도는 가라데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Tae kwon do
BT Karate

실제로 한글의 로마자 표기 원칙에 따라 볼 때 태권도의 표목의 형태는' '
일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이름은Taegwondo , Tae kwon do

이므로 위에 채택된 표목의 형태는 의 표목 원칙에 알맞게 되어 있다 한LCSH .
편 미주 지역에서 일본명인 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합기도가 에는 한Aikido LCSH
국명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Hapkido
BT Hand-to-hand fighting, Oriental

Self-defense

그러나 와 같은 참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기도와 아UF Aikido
이키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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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참고로 일본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압록강 두만강 및 백두산에 관한 표목들을 살펴 보도록 한다, :

Yalu River (China and Korea)
UF Amnok-kang (China and Korea)
BT Rivers China―

Rivers Korea (North)―

Tumen River
UF Tomon-Ko

T'u-men chiang
Tuman-gang
Tumyntszyan
BTRivers China―

Rivers Korea (North)―

Rivers Russia (Federation)―

Paektu Mountain (Korea)
BT Mountain Korea (North)―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의 표기명을 로마자화한 형태의 표목이 채택되어 있고,
한국명은 참조로만 주어지고 있다 중국명을 공인한다는 의미이다 압록강은 중. .
국과 한국이 관련 국가명으로 괄호안에 표시되어 있으나 두만강은 한국 중국, ,
뿐 아니라 러시아에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개 이상의 지역이 관련된 지명이므로3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두만강은 판에서는 주제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 15
지 않다 백두산은 중국과 접경하여 있고 현재는 북한의 묵인하에 일부가 중국.
의 영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에는 한국 북한 에 속한 산으로 그리고, LCSH ( ) ,
한국명을 로마자화한 형태로 그 표목이 채택되어 있다.

이상에서 한국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 주제 표목들

의 예를 살펴 보았다 독도 태권도 백두산 등은 한국명으로 표목이 채택되어. , ,
있지만 압록강 두만강 동해 등은 한국명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이 채택, , , .
된 표목들이 미국 국회 도서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모기관인 미국 국회가 이,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갖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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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도를 표목으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미국 국회 도서관이나 미국 국회가 독도

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가 주제 표. LCSH
목을 결정하면서 참조하는 참고 문헌들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이다.
는 새로운 표목을 추가할 때 기존의 표목을 수정하고 삭제할 때 많은LCSH , ,

참고 문헌들을 참조하고 있다 챈이. Subject Cataloging Manual: Subkect
판 에서 인용한 목록을 보면Headings, 4 (1991 ) Academic American刊

Encyclopedia, The Bookfinder, The Collumbia Lippincott Gazetteer of the
World, Enclyclopedia Britannica, National Geographic Atlas of North America,
The New York Times Index,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등 모두 종의 참고 문헌들을 상시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9 (Chan, 1995,

독도와 다케시마처럼 국가간 정치적 역사적 논쟁과 이견의 대상이 되는475-6). ,
명칭들 증에서 어떤 것이 표목으로 채택되는가는 이 같은 참고 문헌들에 수록된

정보에 의존한다 이 참고 문헌들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문적 정치. ,
적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채택된 표목의 모양은 외부적인, .
의견의 추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주제 표.
목 뿐 아니라 현재 에 수록되어 있는 수 많은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 모LCSH
두 계속적인 학문적 이론적 뒷받침으로 그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고 적절, ,
하게 대표되지 않은 표목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명 주제 표목으로서의 와 의 비교3. KOREA JAPAN

이 장에서는 국가명 주제 표목으로서의 와 이 그 아래에 어떤KOREA JAPAN
세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각각의 세목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를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와 의 비교3.1 KOREA JAPAN
국가명 주제 표목으로서 아래에는 한국의 상고시대로부터 년 이KOREA 1948
전까지를 다루는 문헌들 및 년 이후에는 남북한을 함께 다루는 문헌을 넣1948 ,
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개의 주제 세목을 포함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을, 12 .
대표하는 표목인 는 모두 다섯 개의 주제 세목을 포함하고KOREA (SOUTH)
있다 의 어느 곳에서도 한국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의 로마자화한 형. L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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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 로부터 참조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국가(e.g., Hanguk, Taehan minguk ) .
명 주제 표목으로서의 아래 포함된 주제 세목은 모두 개이다 아래의JAPAN 24 .
표는 및 의 세목들을 일람할 수 있게 한다KOREA, KOREA (SOUTH) JAPAN .
표에서 의 표목 아래에만 포함된 주제 세목은 다른 글자체로서 구별하였JAPAN
다.

KOREA JAPAN
Church history― Antiquities―

Civilization― ― Capital and capitol

Description and travel― Church history―

Economic conditions― Civilization―

Foreign relations― ― Court and courtiers

History― Description and travel―

Languages― Economic conditions―

Literatures― Economic policy―

Politics and government― Foreign relations―

Religion― History―

Social conditions― ― History, Military

Social life and customs― ― History, Naval

― In literature

KOREA (SOUTH) ― Intellectual life

Antiquities― ― Kings and rulers

Economic conditions― Languages―

Economic policy― Literatures―

History― Politics and government―

Politics and government― ― Race relations

Religion―

― Rural conditions

Social conditions―

Social life and customs―

― Territori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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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표목 아래에만 포함되어 있는 세목들은JAPAN Capital and capitol;

Court and courtiers; History, Military; History, Naval; In literature; Intellectual

life; Kings and rulers; Race relations; Rural conditions; Territorial expansion

모두 열 개다 의 국가 표목 아래에만 포함되어 있는 세목은 없다 일본. KOREA .
의 국가 표목 아래에 채택되어 있는 이 같이 다양한 수의 주제 세목은 한국에

비해 일본에 관하여 훨씬 다양한 주제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표목 를 일반 구문의 형태로 서술하여 본다면 문학 작품'In literature' , '
속에 나타난 일본에 관해서는 직접 주제 검색이 가능하지만 문학 작품 속에' , '
나타난 한국에 관해서는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같은 주제' .
를 다룬 문헌들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단지 표목의 존재를 정당화.
할 만큼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목할 만한 문헌이

미국 국회 도서관이나 를 이용하는 주요한 도서관에 입수되었거나 소장되LCSH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 국가명 표목은 한국에 비하여 다양한 주제 세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세목들이 다시 형식 구분 시대 구분 등으로 세분되어 있어, ,
상세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JAPAN ―

표목은 개의 하위 표목 개의 시대 세목 및 개의 일반 주CIVILIZATION 33 , 17 22
제 세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의 하위 표목 개. KOREA CIVILIZATION 4 , 4―

의 시대 세목 및 개의 일반 주제 세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면 그 차8
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

와3.2 KOREA HISTORY JAPAN HISTORY― ―

국가명 표목에서 한국 관계 주제 표목과 일본 관계 주제 표목의 세목 전개의

수적 내용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 것처럼 각각의 주제 세목 아래에서도 그,
차이는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역사 관계의 주제 표목들과 일본 역사 관계.
의 주제 표목들이 동일한 주제 아래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와 표목을 비교KOREA HISTORY JAPAN HISTORY― ―

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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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ISTORY―

To 935―

Koryo period, 935-1392―

Mongolian Invasions, 1231-1270―

Yi dynasty, 1392-1910―

Japanese Invasions, 1592-1598―

Manchu Invasions, 1627-1637―

1637-1864―

1864-1910―

Anecdotes―

Humor―

20th century―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Collaborationists―

Independence movement, 1919―

Partition, 1945―

1945-―

Pictorial works―

Allied occupation, 1945-1948―

Chejudo Rebellio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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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ISTORY―

To 645― 1185-`868―

To 794― Anecdotes―

To 1185― Humor―

To 1333― Jokyu Revolt, 1221―

Historiography― ― Attempted Mongel Invasions,―

To 1600― 1274-1281
To 1868― Pictorial works― ―

Pictorial works― ― Genko Incident, 1331-1333―

Azuchi-Momoyama period,― Kenmu Restoration, 1333-1336―

   1568-1603 1333-1336―

Iwai Rebellion, 527-528― Anecdotes― ―

Taika Reforms, 645-710― Humor― ―

645-794― Juvenile literature― ―

Historiography― Period of northern and southern―

Nara period, 710-794― courts, 1336-1573
Heian period, 794-1185― Literature and the war― ―

Historiography― Muromachi period, 1336-1573―

Shohei Revolt, 936-941― Period of civil wars, 1480-1603―

Tengyo Revolt, 938-940― Anecdotes― ―

― Earlier Nine Years' War, 1051-1062 Humor― ―

― Later Three Years' War, 1083-1087 Pictorial works― ―

Pictorial works― Honnomi Incident, 1582―

Hogen and Heiji Insurrections,― Tokugawa period, 1600-1868―

1156-1159 Anecdotes― ―

Gempei Wars, 1180-1185― Historiography― ―

Anecdotes― ― Humor― ―

Literature and the war― ― Keicho Peasant Uprising, 1614-1615―

Kamakura period, 1185-1333― Shimabara Uprising, 1637-1638―

1185-1600― Art and the uprising― ―

Genroke period, 168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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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 Vendetta, 1703― Osaka Incident, 1885―

1787-1868― 20th century―

19th century― Caricatures and cartoons― ―

Oshio Heihachiro Rebellion, 1837― Tasho period, 1912-1926―

Restoration, 1853-1870― Pictorial works―

Anecdotes― ― 1912-1945―

Historiography― ― 1926-`945―

Humor― ― Showa period, 1926-1989―

Juvenile literature― ― March and October Incidents, 1931―

Ansei Purge, 1858-1860― May Incident, 1932 (May 15)―

Sakachita Mongai Incident, 1862― February Incident, 1936―

Civil War, 1868―   (February 26)
Personal narratives― Personal narratives―

1868-― 1945-―

Pictorial works― ― Annecdotes― ―

Kobe Incident, 1868― Humor― ―

Sakai Incident, 1868― Juvenile literature― ―

Meiji period, 1868-1912― Pictorial works― ―

Anecdotes― ― Allied occupation, 1945-1952―

Centennial celebrations, etc.― ― Collectibles― ―

Humor― ― Personal narratives― ―

Juvenile literature― ― 1952-―

Pictorial works― ― Heisei period, 1989-―

Takehashi Incident, 1878―

Kioizaka Incident, 1878―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표목은 모두 개의 시대 세목KOREA HISTORY 15―

을 포함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를 다루는 표목. KOREA (SOUTH) ―
의 시대 세목 개를 포함하면 모두 개의 표목이 한국 역사를 대표HISTORY 6 21

하고 있다 역사를 다루는 주제 표목의 특성상 시대 구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국 역사의 시대 구분은 그렇게 상세한 편이 되지 못 한다 고려, .
이전의 고대사는 모두 라는 세목 아래 모이게 된다 고조선이나 삼국To 935 .―

시대 등은 따로 시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라 고구려 백제 등의, ,
국가명을 참조로 주지 않아 국가명으로는 검색할 수가 없다 한편 조선 시대를.
포괄하는 세목은 라는 형태를 채택하고 조선이라는 왕조Yi dynasty, 1392-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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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식 명칭으로는 참조도 주어지지 않았다 일제 강점 시기를 대표하는 표목.
은 라는 형태로 채택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Japanese occupation, 1910-1945 . UF

이라는 이전의 표목Korea History Chosen, 1910-1945 [Former heading]― ―

이 예시되고 있는데 이 표목은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한국의 국가명을 일본이 부르던 죠센이라는 명칭으로 채택하고 있었음을' '
보여 준다.
한국 역사는 시대 구분이 매우 일반적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동시에 각각의, ,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따로 하위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수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고려조 십삼 세기의 몽고 침입 조선조의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 ,
외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따로 시대 세목으로 채택된 것이 없다 몇 가지.
사건들만이 하위 표목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의 하위 표목으로. 1637-1864―

가 포함되어 있고 의 하위Hong Kyong-nae Incident, 1811-1812 , 1864-1910―

표목으로는 Imo Incident, Korea, 1882; Kapsin Incident, 1884; Tonghak
가 포함되어 있다 에는Incident, 1894 .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Korean―

가 하위 표목으로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독resistance movements, 1905-1945 . 2.8
립 선언 만세 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 만주의, 6.10 ,
독립군 재미 한인의 독립 운동 등의 주제들도 모두 이 하위 표목안에 함께 넣,
게 된다 년의 삼일 만세 운동은 로 독립된. 1919 Independent movement, 1919―

표목이 되어 있다 해방 이후의 역사로는 아래에. 1960-1988 Kwangju―

만이 하위 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Uprising, Kwangju-si, Korea, 1980 .
일본의 역사를 다루는 표목은 모두 개의 시대 세목JAPAN HISTORY 61―

을 포함하여 한국 역사에 비하여 상당히 상세한 주제 접근이 가능하게 해 준다.
특정한 역사적 시대가 세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세목들은, Pictorial

등의 형식 구분들을 포works, Anecdotes, Historiography, Personal narratives
함하고 있어 주제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과 거의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표목Korea History 1864-1910― ―

인 는 하위 표목으로Japan History Meiji period, 1868-1912 Fukushima― ―

Incident, Japan, 1882; Hagi Rebellion, 1876; Japan History Takehashi― ―

Incident, 1878; Kobasan Uprising, 1884; Saga Rebellion, 1874; Satsuma
Rebellion, 1877; Shimpuren Rebellion, 1876; Tabaruzaka, Battle of, 1877;

의 아홉 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Wappa Peasant Uprising, Japan, 1874 .
Anecdotes; Centennial celebrations, etc.; Humor; Juvenile literature; Pictorial

라는 다섯 개의 형식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당시에 있었던works .
등의Takehashi Incident, 1878; Kioizaka Incident, 1878; Osaka Incident,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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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따로 주제 세목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와3.3 KOREAN LITERATURE JAPANESE LITERATURE

한국 관계의 주제 표목들과 일본 관계의 주제 표목들이 동일한 주제 아래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여기에서 다시

와 두 표목을 비교해 본KOREAN LITERATURE JAPANESE LITERATURE,
다.

KOREAN LITERATURE JAPANESE LITERATURE
NT Artists' writings, Korean NT Anonymous writings, Japanese

Buddhist literature, Korean Buddhist literature, Japanese
Children's literature, Korean Cataloging of Japanese literature

Children's writings, Korean Children's literature, Japanese
Didactic literature, Korean Children's writings, Japanese
Epic literature, Korean Christian literature, Japanese

Erotic literature, Korean College students' writings, Japanese

Folk literature, Korean Emperor's writings, Japanese

Immigrants' writings, Korean Erotic literature, Japanese
Korean American literature Folk literature, Japanese
Korean diaries Gay men's writings, Japanese

Korean drama Haikai

Korean essays Japanese American literature
Korean fiction Japanese diaries
Korean letters Japanese drama
Korean poetry Japanese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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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ose literature Japanese fiction
Korean wit and humor Japanese letters
Physically handicapped Japanese poetry

children's writings, Korean

Prisoners' writings, Korean Japanese prose literature
Religious literature, Korean Japanese wit and humor
Soldiers' writings, Korean Physically handicapped, Writings

of the, Japanese

Teachers' writings, Korean Religious literature, Japanese
Teenagers' writings, Korean Teachers' writings, Japanese
Travelers' writings, Korean Teenagers' writings, Japanese
Working class writings, Korean Travelers' writings, Japanese

Working class writings, Japanese
To 1900― To 794―

Koryo period, 935-1392― To 1185―

Middle Korean, 935-1500― To 1600―

1598-1900― To 1868―

19th century― Heian period, 794-1185―

1894-1919― 1185-1600―

20th century―

Edo period, 1600-1868―

1868-―

Meiji period, 1868-1912―

20th century―

Taisho period, 1912-1926―

Showa period, 1926-1989―

Korean authors―

Philosophy―

Women authors―

Zen authors―



도서관 년 봄호Vol. 56 No. 1(2001 ) 47

는 모두 개의 하위 표목을 포함하고KOREAN LITERATURE 26 , JAPANESE
는 모두 개를 포함하여 하위 표목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LITERATURE 27 .

에는KOREAN LITERATURE Artists' writings, Korean; Didactic literature,
Korean; Epic literature, Korean; Immigrants' writings, Korean;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s writings, Korean; Prisoners' writings, Korean;

이라는 개의 하위 표목이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고Soldiers' writings, Korean 7 ,
에는JAPANESE LITERATURE Anonymous writings, Japanese; Cataloging of

Japanese literature; Christian literature, Japanese; College students' writings,
Japanese; Emperor's writings, Japanese; Gay men's writings, Japanese;

라는 개의 하위 표목Haikai; Physically handicapped, Writing of the, Japanese 8
이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는 개의 동일한 하위 표목을 포함하고 있. 19
다 는 일반 주제 세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KOREAN LITERATURE

는 모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JAPANESE LITERATURE 4 .
는 모두 개의 시대 세목을 포함하고KOREAN LITERATURE 7 , JAPANESE

는 모두 개의 시대 세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문학의 시대LITERATURE 12 .
구분은 앞서의 한국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처럼 일본 문학의 시대 구분에 비해,
상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포함하지 못 하는 시기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의 문학은 나 의 두 개의Koryo period, 935-1392 Middle Korean, 935-1500
시대 세목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시대 이전의 문학과 년부터. 1500 1598
년 이전까지의 문학은 해당되는 시대 세목이 없어 이라는 보다 포괄적To 1900
인 시대 세목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현전하는 고려 시대 이전의 문학 작품이.
수가 적고 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기를 대표하는 시대 세목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세한 주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

게 된다.

한국 및 일본 관계 주제 표목들의 주제 분포4.

이 장에서는 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에 관한 주제 표목들이 각각 어떤LCSH
주제에 분포되어 있는가 살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주제 표목.
들은 판의 십분의 일을 살펴 본 결과로 추출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LCSH 20 .
관련된 주제 표목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조사 해당면에 나타날 경우 추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포함하였다 주제표목이 조사: 1)
해당면의 전면에서 시작되고 한국이나 일본 관계 세목들이 해당면에 수록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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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과 일본 관계 표목이 동시에 수록되었지만 면이 바뀌기 때문에 분; 2)
리되어 한 표목만 수록된 것처럼 보일 경우 주제 표목 아래에 로 나타난; 3) NT
세목들은 첫 번째 것만 수록하고 총수를 세어 기록하되 로 표시된 세목 아래, ―
의 표목들은 수록 처럼 국가명을 포함하; 4) Japanese serow, Japanese spaniels
는 동식물명은 그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분재 처럼 인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bonsai)
포함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관계 주제 표목의 총수는 모두 개 일본65 ,
관계 주제 표목의 총수는 개이다 이 주제 표목들을 지리명 인명 사적명357 . ; ; ;
음악 통일 표제 문학 역사 종교 예술 산업 경제 정치 행정 및 기타의 열; ; ; ; ; ; , ; , ;
두 가지 주제로 대략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주제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주제 한국 % 일본 %

지리명 8 12.7 71 19.8
인명 5 7.9 53 14.8
사적명 4 6.3 119 33.3
음악 6 9.5 5 0.1
통일표제 1 1.5 0 0
문학 12 19.0 20 5.6
역사 3 4.7 11 3.0
종교 사상, 0 0 10 2.8
예술 2 3.1 22 6.1
신압 경제, 3 4.7 13 3.6
정치 행정, 1 1.5 2 0.5
기타 18 28.5 31 8.6
총수 63 100 357 100

지리명 주제 표목(1) : 에서 지리명 표목은 행정 구역 표목과 비행정 구LCSH
역 표목을 포함하는데 행정 구역 표목은 국가명 및 도 주 시와 같은 국가내; , ,
행정 구역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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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 구역 표목은 고고학 발굴지 사적지 지역 및 구역 자유 부동 표목이, ; (
아닐 때 도시 구획 댐 사라진 도시 년 이전 농장 목장 정원 숲 초지); ; ; (1500 ); , , , ,
등 지형 예 동굴 사막 비행정 구역 도서 호수 산 분지 해류 강 바; ( : , , ( ), , , , , ,島嶼

다 초원 광산 공원 보호 구역 위락 단지 등 지대 지층 등 저수지 도로 거, ); ; , , ; , ; ; ,
리 경로 촌락 자유 부동 표목이 아닐 때 를 포함한다, ; ( ) .5) 이 연구에서는 고고학
발굴지 및 사적지를 제외한 지리명 표목들을 한 그룹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식별된 한국 지리명 표목은 모두 개이다8 . Kyung-Chun Kukto

경춘국도 한라산(Korea) ( ); Halla Mountain (Cheju-do, Korea) ( ); Han Rive
한강 한강 분수계 대(Korea) ( ); Han River Watershed (Korea) ( ); Korea Strait (

한 해협 과 같은 지리명을 포함한다 일본 지리명 표목은 모두 개로) . 71 Kii
Mountain (Japan); Kinu River (Japan); Shimokita Peninsula; Shimonoseki

과 같Strait (Japan); Shishi Island (Takumacho, Japan); Shita Region (Japan)
은 산 강 반도 해협 섬 지역 등의 지리명, , , , , , Ashizuri Uwakai Kokuritsu Koen;
Mukojima Hyakkaen (Tokyo, Japan); Nakasendo (Japan); Shimoda Kaido;

과 같은 공원 도로 지하철 등을 포함한다Tozaisen , , .

인명 주제 표목(2) : 인명 주제 표목은 개인의 이름 성씨 왕조 및 왕가명, , (王
과 같은 실존 인물 뿐 아니라 신화 전설 혹은 문학 및 예술 작중 인물명) , ,家名

신 과 여신 의 이름들도 포함한다( ) ( ) .神 女神 6) 한국 인명 표목은 모두 개로5 An
안씨 조씨 권씨 석씨family ( ), Cho family ( ), Kwon family ( ), Sok family ( ), Yi
이씨 의 성씨만 들어 있다 일본 인명 표목은 개로 훨씬 다양하여family ( ) . 53

와 같은 성씨가 개Akamatsu family, Ashikawa family, Nakane family 50 ,
와 같은 개인 인명이 개Nakamura (Name), Saito (Name) 2 , Otani, Tetsu,

과 같은 작중 인물의 인명이 개 포함되어 있다Supt. (Fictious character) 1 .

사적명 주제 표목(3) ( ) :史跡名 사적명은 비행정 구역 표목

으로 원래 지리명 표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연(non-jurisdictional headings) .
구에서는 그 수가 가장 많은 표목의 종류이므로 따로 구분하였다 한국 사적 표.
목은 모두 개로 경복궁4 Kyongbokkung (Seoul, Korea) ( ); Unhyongung (Seoul,

운현궁 등이 포함되어 있다Korea) ( ) .7) 이 표목들을 비롯하여 개의 를 포함5 NT
하고 있는 도 표목으로 들어 있다Palaces Korea (South) .―

5) Chan, op. cit., p.64.
6) Ibid., p.55.
7) Ibid.,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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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록된 일본 사적은 그 수가 방대하여 표목 아LCSH Japan Antiquities―

래에 로 무려 여 개의 사적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식별된 일NT 1,300 .
본 사적 표목은 모두 개로119 Sanrizuka Baba Site (Narita-shi, Japan);
Sannomaru Site (Yokohama-shi, Japan); Sendo Tombs (Miwa-machi,

등 유shizuoka-ken, Japan); Shinmonaka Shell Mounds (Sadowaracho, Japan)
적 발굴지와 등의 고Heian Jingu (Kyoto, Japan); Heijokyu (Nara-shi, Japan)
적지를 포함한다.

음악 주제 표목(4) : 한국 음악 표목은 모두 개로 해금6 Haegum ( ), Yanggum
양금 등의 악기명과 아악 해금 음악( ) A'ak ( ), Haegum music ( ), Yanggum

양금 음악 등의 음악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을 지리 세목으로 포music ( ) .
함하는 표목 는 로 장고 등 개의Musical instruments Korea NT Changgo ( ) 11―

악기명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음악 표목은 개로 와 같은 악기명5 Heike biwa , Katarimono (M1625-6),
와 같은 음악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Kumiuta (M1623-4)d . Musical
표목은 로 등 개의 악기명을 포함하고 있다instruments Japan NT Biwa 13 .―

통일 표제 표목(5) : 이 연구에서 식별된 통일 표제 표목은 한국 일본 통틀어,
서 한 개다 한국의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An, Kyon, 15th cent, Mongyu

로 수록되어 있다towondo .

문학 주제 표목(6) : 한국 문학 표목은 개로12 Children's plays, Korean;
Chinese poetry Korea; Didactic literature, Korean; Folk poetry, Korean;―

Historical poetry, Korean; Patriotic poetry, Korean; Sports stories, Korean;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재Travelers' writings, Korean; Women authors, Korean .

미 한국인에 관계된 Korean American essays; Korean American literature;
등의 표목도 포함하고 있다Korean American po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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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학 표목은 모두 개로 다른 표목들의 수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으나20
포함된 표목의 내용은 다양하다 동극 한시 교훈시 한국 표목은. , , ( Didactic

이다 민요시 애국시 스포츠 소설 기행문 등은 한국 표목과 동일하게literature ), , , ,
포함되어 있다 는. Women authors, Japanese Hein periods, 794-1185;

의 세 개의 시대 세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1185-1600; Meiji period, 1868-1912 .
Kyogen plays Stories, plots, etc.; Kyoka; Utaawase; Utagaki; Utagaruta―

등 일본 고유의 문학 양식을 나타내는 표목들 및(Game) Lepers' writings,
등의 표목들이 포Japanese; Physically handicapped, Writings of the, Japanese

함되어 있다.

역사 주제 표목(7) : 한국 역사 주제 표목은 모두 개로3 Korean Air Lines
부곡 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Incident, 1983; Pugok ( ); Tonghak Incident, 1894 .

주목할 것은 표목으로 채택된 년의 대한 항공 피격 사건과 년의 동학1983 1894
혁명을 똑같이 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포켓 사전을incident . Oxford
참조해 보면 는 특히 비교적 덜 중요한 사건 널리 주의를 끄는Incident 1. ( ) , 2. ( )
사건 현대 용법 변고 사변 반란 폭격 전변 따위와 같이 당국에서 여러, 3. ( ) , ( , ,
이유로 확실한 설명을 피하는 것들 으로 설명되고 있다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
대한 항공 사건과 장기적이고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동학 혁명이라는 두 가지 사

건이 동일한 비중의 역사성을 띠는 표목으로 표기된 것은 한국인들의 생각과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국가 표목으로서의. Korea
아래에 포함된(South) History Yosun Rebellion, 1948; April Revolution,―

아래 포함된1960; May Revolution, 1961, Korea History Imo Incident,―

등도 마찬가지이Korea, 1882; Kapsin Incident, 1884; Chejudo Rebellion, 1949
다 어떤 사건은 반란 모반 등을 의미하는 으로 표기되고 어떤 사건은. , rebellion ,

으로 표기되는지 에 수록된 역사적 사건에 관한 표목들이 어떤revolution , LCSH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가도 차후에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과제이다.

일본 역사 주제 표목은 모두 개이다 표목은11 . Bombing, Aerial Japan―

를 비롯하여 개의 를Akita-shi (Japan) History Bombardment, 1945 28 NT― ―

포함하고 있는데 이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폭격을 당했던 도시

의 이름들을 대표하고 있다. Concentration camps Japan; Chichibu Peasant―

Uprising, 1984; Jinshin Revolt, 672; Kasugai-shi (Japan) History― ―

Bombardment, 1945; Shimonita-machi (Japan), Battle of, 1864; Shizugatake,
등의 표목들도 일본 역사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Battle of,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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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상 주제 표목(8) , : 일본 종교 사상 표목은 개로, 10 Priests, Buddhist;
Scholars, Shinto; Sokka Gakkai Buddhists; Sociology, Shinto; Susanoo no

와 같은 불교 및 신토 관계의 표목들과Mikoto (Shinto deity) Christian sects ―
과 같은 표목을 포함하고 있다Japan; Idealism, Japanese .

예술 주제 표목(9) : 여기서는 위에 따로 구분된 음악을 제외한 제반 예술 주

제의 표목을 포함하였다 한국 예술 주제 표목은 개로. 2 Woodwork Korea;―

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 예술 주제 표목 개는 매Korean American art . 22
우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Hazuki no monogatari emaki (Scrolls); Heiji
monogatari emaki (Paintings); Ise shinmeisho eutaawase (Scrolls); Shimbara

와 같은 회화 양식no ran zu (Screen painting) , Film posters, Japanese;
와 같은 영상 혹은 무대 예술Kyogen Stage-setting and scenery , Hirado―

와 같은 공예품 등이 해당된다porcelain; Japanning; Kyo pottery .

산업 경제 주제 표목(10) , : 한국 산업 경제 관계 표목은, Kyongdong Sanop
(Firm: Korea) Strike, Inchon, Korea, 1987; Experimental forests Korea;―

의 세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산업 경Korean American business enterprises . ,
제 표목들은 모두 개로13 Sumitomo Bessi Kozan Kabushiki Kaisha Strike,

과 같은 사건1925-1926 , Sumitomo Group; Sumitomo Zaibatsu; Tobu Group;
과 같은 기업 과 같은 산업Toyota Group , Textile industry Japan , Toyota―

Corolla automobile; Toyota Corona automobile; Toyota Corona Mark II
automobile; Toyota Mark2 automobile; Toyota Tercel automobile; Toyota

와 같은 상품명을 포함한다 여기서 기업명이나 상품명과trucks; Toyota vans .
같은 표목들은 고유 명사 표목들로 따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산업 경제 주제로,
서의 대표성이 확실하므로 여기 포함하였다.

정치 행정 주제 표목(11) , : 한국 정치 행정 주제 표목은 하나, Civics, Korean
만을 포함한다 일본 정치 행정 주제 표목은. , Civics, Japanese; Diplomatic and

두 개 이다consular service, Japane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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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목(12) : 한국 관계 기타 표목은 모두 개로18 Han (Psychology);
Korea (South) in mass media; Korean character sets (Data processing);

등을 포함한Tongil Taejong; Women's encyclopedias and dictionaries, Korean
다 또한. Korean American businesspeople; Korean American children; Korean

등 재미 한국인에 관한 표목이 개가 포함되어 있다American engineers 13 .
일본 관계 기타 표목은 모두 개로 기념31 Kempo Kinenbi (Japanese holiday) (
일 운동 요리 언어); Kemari ( ); Sushi ( ); Shizen (The Japanese workd) ( );

유학생Japanese students Foreign countries ( ); Medical assistance, Japanese―

의료 서적 활자 등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다( ); Saga-bon ( , ) .

실제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제 표목들의 상당수는 고유 명사에 속한다 고.
유 명사는 개인 인명 단체명 지리명 통일 표제로 확정된 작품명 및 개별 사물, , ,
들의 명칭을 포함한다 위의 표에서 구별된 지리명 인명 사적(Chan, 1995, 55). , ,
명 통일 표제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주제에 포함된 기업명 상품명 등도 모두, , ,
이에 속한다.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의 총수는 개로 이들을 열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63
포를 보았을 때 여러 주제의 표목들이 혼재한 기타가 로 가장 많은 비, ' ' 28.5 %
중을 차지하였고 문학 지리명 만이 퍼센트를 넘는 수, ' ' (19.0 %), ' ' (12.7 %) 10
치를 보였다 표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밖의 표목들도 수로나 분.
포의 퍼센티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색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일본 관.
계 주제 표목들은 그 총수가 개에 이르고 있어 한국 관계 주제 표목 총수의357 ,
다섯배를 약간 웃도는 숫자이다 그중에는 모두 개로 주제 분포의 를. 117 33.3 %
차지한 사적명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러 주제의 표목들이 혼재한 기타에' ' . ' '
속한 표목의 수는 개로 를 차지해 지리명 인명 보31 8.6 % , ' ' (19.8 %), ' ' (14.8 %)
다 그 비중이 작았다.

결론5.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에 수록된 한국 관계 표목들의 특성은 일본 관계LCSH
표목들과 비교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 관계 표목들은 일본 관계 표목들에 비하여 총수가 많지 않고 또한, ,
그다지 다양한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가 판의 십분의. LCS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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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을 살펴 보았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전면을 다 검토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한국 관계 표목들 중 역사 지리 문학 문화 등의 주제와 고유 명사가, , , ,
들어 가는 주제 표목들은 일본 관계 주제들과 비교 했을 때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도 현저히 미약하다 지리 세목으로 한국 국가명, .
혹은 일본 국가명을 포함하게 되는 일반 주제들은 전체를 살펴 보지 않았기 때

문에 여기서 논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국가의 고유성을 명백하게 대표해 주.
고 있는 이들 주제에서는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의 제한점 및 취약점을 드러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은 일본 관계 주제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주제,
안에서도 상세한 주제 세분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국회 도서관에 소.
장된 한국 관계 문헌들이 상세하게 별개의 구별할 수 있는 개념 을 담은 주제" "
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일본 관계 문헌들은 다양한 주제.
아래에 깊이 있는 세목 전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상에 어느 특정한 주제가 얼마나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표목들로서 대LCSH
표되고 있는가는 바로 그 주제가 미국 국회 도서관의 수서 및 장서 개발 원칙에

반영되는 학문적 연구의 관심 대상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에 관련된 주제 표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제적으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은 미국 국회 도서관에, ,
소장되어 있는 문헌들 중 한국을 주제로 다루는 문헌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 또,
한 그같은 문헌들을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국 관계 문

헌의 이용자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같은 전제 하에 이 연구.
의 결과를 볼 때 또한 기존의 각종 미국 국회 도서관 관계 통계를 참고할 때,
현재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한국 관계 장서의 규모와 질 이용자층은 미약하며, ,
앞으로 보다 확장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간행되는, .

에 수록된 한국 관계 주제 표목들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주LCSH
제가 확대 심화 혹은 도태되는 유기체와 같은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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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1980s and 1990s and especially to identify
rises and fall of the movement in the context of library history in Korea.
For this, the circumstances in the Korean library world and the proces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are reviewed. Finally the result and the limit of
the movement are evaluated as well.

1)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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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대의 도서관운동은 민간도서관 운동인 마을문고운동이 큰 축을 형성한6, 70
반면 제도권내에서는 도서관법제정이라는 결실을 제외하고는 운동이 미약한 수

준에 그쳤고 그 성과 또한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대로 접어들. 8, 90
면 공공도서관계의 운동은 보다 확대일로를 걷게 되고 운동의 성과 또한 가시적

으로 드러난다.
년대 우리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사회민주화운동의 발전 과정에서8, 90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보다 증폭된 형태로 나타났다 년대에 지속적으로 염. 6, 70
원해온 도서관제도의 개혁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년대로 접어들면 구체8, 90
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운동을 벌여냄으로써 제도개혁과 근대화를 실현해낸다.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 소속부처 이전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나 개가 및 관외,
대출 입관료폐지 등 도서관운영의 근대화가 바로 그러한 성과들이다 우리 사회, .
의 물적 정신적 발전에 부응하는 도서관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운

동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고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도서관운동이 맹위를 떨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서관운동의 확대 심화기·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년대 초반부터 년대 초반까지 공공도서관을 중심1980 90
으로 이루어진 운동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들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운, .
동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당시 도서관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배경과 내용과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의 자생적 경험과 실체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 운동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문헌을 통한 고찰

과 증언을 통한 고찰을 동시에 행하였다 문헌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접근하고.
이 시기의 도서관운동을 체험했거나 관찰한 인적 자원들을 중요한 사료원으로

활용하여 도서관운동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현상

과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외적 조건 사회환경과 도서관2. :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실체에 접근하기 전에 우선 도서관운동의 외적인 조건

이라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도서관을 에워싸는 우.
리 사회환경은 도서관발전에 어느 정도 유리하며 그리고 도서관운동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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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과 구조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년대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으로 시작된다 군사정권에80 .
의한 폭압적 정치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탄압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
져 사회 전반적으로 폭압적 경직문화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시 정권의 정책에 의해 스포츠나 레저산업과 같은 소비문화산업이 집중적3S
으로 육성되었고 대중문화 전반에 향락주의가 만연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체로.
호황을 이루었으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면키 어려웠기에 전반적

으로 근대적 도서관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구조였다.
년 월 민주화항쟁 이후는 사회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 이에 따라 우87 6 .

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경직성과 전근대성은 다소 이완되었고 특히 문화민, '
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모토 아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육성이 본격화된다' .1) 이
시기에는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부서로서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문화의 중요

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정책은 문화정책의 일.
환으로 간주되어 문화부에서 관장한다 년대 들어서는 사회 문화적 성숙이 강. 90
조되고 더불어 삶의 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이 시기는, .
전반적으로 도서관문화의 발전과 성숙을 내어올 수 있는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

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걸맞은 도서관문화를 형성해내진.
못하였다.
바로 년대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물질적 근대화를8, 90
이뤄내고 사회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란 형식을 갖춰냈으며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등 도서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토양

이 마련될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여전히 전근대적 교육방법과 교육문화

라는 틀에 갇혀 도서관은 낙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년대에 이어. 6, 70 8, 90
년대에도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는 여전히 학생들의 공부방에 머문다 따' ' .
라서 시민의 정보와 지식의 근간 문화와 삶의 근간이라는 도서관의 이념과 기' , '
능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이상적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도서관정책 또한 미흡하여 도서관의 열악

성은 지속된다 이 시기에도 도서관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의 사각지대에 머물.
러 있었다 도서관법 개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혁의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
었으나 국가의 도서관정책은 주로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
"2) 사회전반의 발전 수준에 비해 도서관의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1) 김창남 대중문화의 변화와 탈정치화 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년 당대, " ", 6 10 , , ,『 Ⅱ』

쪽1997, 414 .
2) 이봉순 국가발전과 도서관정책 도서관 권 호 쪽, " ", , 41 2 (1986. 3·4),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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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 우리나라 도서관의 후진성은 책읽기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비,
도서관적 풍토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당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책 읽. '
을 여유도 없거니와 책 읽을 이유도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년대 중반' . 80
이후 경제호황에 힘입어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다양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문화적 욕구 중 레저.
나 스포츠 외식 오락 등 다분히 소비적인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은 상업적 이해, ,
관계에 의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고도의 정신활동을 수반하는 책읽기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토대는 확보되지 못한다 즉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정신적 성숙을 보장하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진 못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후진성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

다 도서관적 접근은 교육과정과 방법에서 배제되어 어릴 적부터 책읽기 습관이.
형성될 수 없었고 책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분위기,
속에서 결국 책읽기는 사치스러운 작업으로 치부된다 결국 사회전반의 책읽기.
문화의 토대이며 자료와 정보접근의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기대하기에,
는 우리 사회풍토가 너무도 비도서관적이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책읽기 욕구는 잠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실현

하고 보장해줄 사회적 장치가 부족함으로 인해 시민의 책읽기 욕구는 은닉되거

나 사장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책 읽지 않는 국민이라는 꼬리표. ' '
를 달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년대 초반이후 나타난 도서대여점 현상이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이름 붙여진90 .
책을 읽지 않는이란 수식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
주었다 도서대여점의 성행은 시민의 잠재된 독서욕구의 한 단면이며 시민들은. ,
그들의 책읽기 욕구를 실현할 사회적 장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 '
로 보여준 것이다.3)
이상과 같이 이 시기 우리 사회환경은 전반적으로 비도서관적이며 비독서적인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 시기는 시민의 정신적 성숙을 보장하는 지식의.
대중적 공간을 시민의 독서욕구를 채워주는 사회적 근간을 확보하는 사회운동,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3) 도서관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기존 도서관이 시민들의 책읽기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주택가를 중심으로 도서대여점이 생겨나 주로 베스트셀러 잡지90 , ,
만화 무협소설 등 오락물이나 흥미위주의 도서를 갖추어 대여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 .
들 도서대여점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년 말 현재 적게는 여 개소 많1996 8,700 ,
게는 만 여 개소에 달한다 문화체육부 도서대여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1 2,000 .( , ,『 』

쪽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독서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적1997. 12, 13 .)
영역을 방치한 결과 도서대여점이라는 상업적 기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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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열악하면 할수록 도서관운동의 당위성은 높아지고

그 운동의 강도와 폭 또한 증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년대는. 8, 90
근대적 도서관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 필연적인 사회

상황이었다 당시 사회발전에 걸맞지 않은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은 결국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럼 년대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기 도서관인들에 의해8, 90
진행된 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다음 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내적 조건3.

앞서 언급했듯이 년대 우리 사회의 격변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 근대화에8, 90
대한 도서관인들의 염원은 보다 강도 높게 드러났고 이는 결국 구체적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계는 근대적 도.
서관문화의 확립을 위해 도서관계 내부적으로 도서관운영의 합리화와 근대화를

내어오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다양

한 운동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도서관 내부 운영방식의 변화를 주도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둘째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공익성을 뿌리내리고자 전개,
한 입관료 폐지운동 셋째 도서관법의 개선을 위한 운동 넷째 도서관소속부처의, ,
이관이라는 행정개선운동으로 집약된다.

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제도개혁에 대한 염원과 도서관운영의6, 70
근대화를 위한 모색들이 년대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 운동행위들로 표출되고80
결국 하나씩 둘씩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이 시기 운동을 확.
대하고 심화시켜내는 내적인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럼 각 운동의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내부 운영방식의 근대화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1) :
년대를 이어서 년대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입시를 위한 전형적6, 70 80

주입식 교육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입시에 전적으로 매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고 공공도서관의 열람좌석은 입,
시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년대만 하더라도 단위도서관에서 서. 6, 70
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등 공부방탈피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줄기차게 행하였

고 또한 부분적으로 그 성과를 내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년대에 이르면 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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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이한 타성이 고착화"4)된다.
당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도서관 건물과 좌석에 머물러 있었고

더욱이 공공도서관 또한 이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를

해왔기에 도서관의 공부방화현상을 보다 고착화된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의 일반.
적 모습은 개관시간 중에도 서고에 자물쇠를 채워둔다 서가에 이용자가 접' ' , '
근할 수 없다 열람용 목록카드가 없다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다 구입도' , ' ', ' ' , '
서의 선택이 제멋 대로다 자료가치가 없는 낡은 책으로 권수를 채운다 잡', ' ' , '
지구입은 아예 하지 않고 기업광고책자로 메우고 있다 등으로 묘사된다' .5) 즉
도서관은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관외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좌석을

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도서관 봉사척도는 오로지 좌석수와 입관자수였.
고 개가와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스스로 시설적 공급에만 급급하는,
등 공부방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 .
이러한 관내 위주 좌석 위주의 도서관운영은 우리나라 도서관운영과 인식에,
있어서 왜곡을 불러 일으켰다 즉 도서관을 논할 때는 반드시 좌석이 그 대상이.
되며 많은 좌석을 마련하려면 건물이 커야 하기에 도서관에 있어서는 항상 건물

이 표본이 된다 따라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의 이상처럼 되었다 특히. .
이는 도서관건물 설계 시 좌석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봉사 즉 독서실을 염두,
에 두고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물 구조 아래 당시 도서관현장은.
그 운영의 기본인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외면하고 학생들에게 책상과 의자와,
공간을 대여하는 독서실 운영에 충실한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자.
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폐가제를 채택하고 분실과 관리문제 등의 핑계,
로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해갈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내외부 환경 모두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전근대적 상황

에서 장서를 개가하고 관외로 대출하는 것만이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략임을 인식하고 자료제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운

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어진 개가운동 관. 80 ,
외대출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운동은 엄대섭이 이끄는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주축이 되었다 우선은 폐가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개가.
및 관외대출제를 즉각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을 보.
자.

4) 엄대섭 도서관행정부재의 현황과 그 대책 출판문화, " ", , 1985. 7.《 》

5) 엄대섭 대출과 개가는 공공도서관의 봉사 중소도서관에서는 결심만 하면 당장 시작할, " :
수 있다 오늘의 도서관 호 쪽", , 4 (1985. 7.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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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그 동안 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부지불

식간에 어떤 불편을 주어오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공.

공도서관 현장을 남김없이 순방하면서 필자가 본 바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은 얼마. ,

간의 도서나마 그것을 서고 속에 가두어두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

러한 책들을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대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공공도.

서관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 기능에 역행하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

도서관들이 장서의 분실이니 관리의 곤란이니 하는 따위의 고식적인 구실을 내세워

국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던 구태의연함을 벗어 던질 시기는 바로 이때라고 믿어진' '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바야흐로 그 체질개선을 위한 역사적인 전.

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시기를 잃으면 발전의 대열에서 낙오될 것이다 우리는 다. .

시 한번 공공도서관 정상화의 기본요소인 개가와 대출을 간곡히 촉구한다' ' ' ' .6)

이와 같이 예산의 부족 사람의 부족 책 분실의 우려를 빙자하여 서고에' ', ' ', ' '
자물통을 채우고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인 당시 상황에서 서고의 자물쇠를 풀어'
라 책을 이용자의 곁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년대 초반부터 중반', ' ' 80
까지 지속적으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 서울시립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용산도서관 종로도서, , , , ,
관 인천시립중앙도서관 경북울진군립도서관, , 7) 진해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립수, ,
원도서관 등이 개가 및 괸외대출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춘천시립도서관 울산. ,
시립도서관 김해도립도서관 등은 개관과 동시에 개가제를 채택하고 관외열람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였다.8)
이후 공공도서관의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은 주변도서관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갔고 특히 년 방송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분 에 당시"1985 KBS 60「 」

공공도서관의 현주소가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 결과 대한도.
서관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은 전국적인 힘을 확보

하기에 이른다."9)

6) 엄대섭 다시 한 번 개가 대출을 오늘의 도서관 호 쪽, " · ", , 8 (1986. 3·4), 1 .《 》

7) 경북울진군립도서관은 년부터 개가 및 관외대출제를 실시했다1979 .
8) 대한도서관연구회 오늘의 도서관 호 호 참조, , 4 -8 .《 》

9)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경기도 의왕시 백, 2000. 8. 23. 18:00-22:00,
운호수 근처 찻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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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은 이용자에게 통제를 가하고 이용자의 불편

을 초래하는 도서관의 전근대적 관리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였

으며 동시에 도서관의 책은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에 충실하며 이용자,
우선의 가치를 도서관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당시의 노력이었다 바로 이는 도서.
관운영의 전근대성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공부방에서 시민들의 자료공간으로 거

듭나기 위한 현장의 실천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의 확보 입관료 폐지운동2) :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과 더불어 년대 도서관현장을 달구었던 주제가 바로80
도서관의 입관료 폐지문제이다 입관료 징수는 년 제정된 도서관법 제 조. 1963 8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도서관 사용료 규정' '
에 근거한다이러한 법적인 근거 하에 당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입.
장할 시에 원 내지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게끔 하였다50 100 .
입관료 징수는 법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도서관인들은 입관료'
를 받는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 본령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그것의 폐지를 줄기'
차게 주장해왔다 년대 초반에 이르면 대한도서관연구회를 필두로 해서 당시. 80
진보적 도서관인들이 입관료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려내게 된다 도서관무료.
이용원칙을 주장하고 입관료징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립중앙도서관

이 년 월 입관료폐지를 결정한다1983 2 .10) 국립중앙도서관의 입관료 폐지 이후

선진적 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입관료가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경북울진.
도서관 경북봉화도서관이 지역에서 입관료폐지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단위도서,
관의 움직임들은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 제도는 년 도서관법 개정작업에서 손질이 가해지게 된다 즉 입관87 .
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특정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한다, '11)는 수준

에서 개정된다 이후 년 도서관진흥법에서 입관료는 법적으로도 사라지고. 1991
그 다음해인 년부터 무료이용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입관1992 . '
료 징수라는 전근대적 제도는 공공도서관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도서'
관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10)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자료집 쪽, : 1973-1983 , 1983, 181 .『 』

11) 년 개정 도서관법 법률 제 호 제 조1987 ( 3972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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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선 도서관법 개정운동3) :
당시 도서관근대화를 위한 도서관계 내부운동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바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이다 특히 도서관법 개정운동은 년대 후. 80
반에서 년대 초반에 걸쳐 전체 도서관계를 달구었던 핵심적 문제였기에 이를90
둘러싼 도서관인들의 행보를 추적하는 것은 이 시대 도서관운동의 흐름과 상황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년 도서관법 년 도서관진흥. 1987 , 1991「 」 「

법 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으로 이어지는 세 번에 걸친 법개정의, 1994」 「 」

과정에서 보여준 당시 도서관인들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도서관계 내부의 역량

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제정 당시부터 구체적인 보장이 없는 형식법이라1963

는 도서관계의 거센 여론에 계속 부딪쳐 왔으나 단 한 조항의 개정도 없이 년80
대까지 오게 된다 법개정운동은 제정 이후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일.
어난 것은 년 전국 관종별 도서관대회에서이다 여기서 공공도서관 대학도1968 . ,
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의 관계자들이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
을 시작으로 이후 년대에도 법개정요구는 쉼없이 계속된다 년에 들어서70 . 1980
서도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년1986
문교부가 도서관법개정 작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게 됨으로써 법개정 작업이

박차를 가하게 된다.12)
문교부에 의해 구성된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에 의해 문교부의 도서관법개' '
정안이 완성되어 당시 여당인 민정당에 제출 몇 차례의 심의 끝에 민정당의, '
도서관법개정법률안이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법개정법률안은 국회로' . ' '
이송되어 김현자 의원 외 인이 제안하여 년 월 일 국회 본회의에 상38 1987 10 30
정 통과되어 결국 년 월 일 개정 도서관법이 법률 제 호로 공포된, 1987 11 28 3972
다 년에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의 적용을 통하여 그것의. 1963
모순과 부실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나 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서야 이와20
같은 전면적 개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1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법령집 한국도서관협회 쪽, , , 1998,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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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재원확보87 ·
를 위해 도서관발전위원회 와 도서관진흥기금 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 「 」

도서관 발전방안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도서관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이 법은 도서관업무의 현대화를 꾀하는 한편 국 공립도서관의 설치의무. " ·
를 강화하고 공립도서관의 운영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명시하였다, ' '
는 점에서 또한 관장직의 전문직화를 시사하고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
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
돋보였다"13)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
도 감독체제의 일원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여전히 입관료가 법적으로 폐지· ,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년 전면 개정되었던 도서관법은 년 도서관진흥법 으로 다시 태어1987 1991 「 」

난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도서관계의 가장 큰 이슈는 도서관의 소속부처를 어.
디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시 도 소속 도서관을 어디. ·
서 관장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당시 도서관계 전체를 달구는

핵심적 주제였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 등의 정책전반은 문화부에서 총괄하되 교육청·
소속도서관은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고 기존 내무부 산하 또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서관은 다시 문화부 문교부 내무부 산하 시 도 소속으로 삼, , ·
원화되는 것으로 결론난다 이후 문화부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문.
화부 이관에 수반되는 후속 절차로써 공공도서관법안 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

한국도서관협회 전국사서협회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 등 당시 도서관계 단, ,
체들은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를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소속부처.
의 일원화는 해결되지 못한 채 국립중앙도서관만 문화부로 이관되는 형태로

년 월 일 공공도서관법안은 도서관진흥법 으로 제정 공포된다1991 3 8 · .「 」

당시 도서관인들의 염원이었던 공공도서관의 문화부이관을 통한 소속청 일

원화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도서관진흥법 은 긍정적으로 개선된 몇 가지「 」

사항이 존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반적 도서관업무의 문화부 이.
관을 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을 위해 문화부내

도서관전담부서의 설치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 문화기,
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공도서관장직을 전문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단수화하여 도서관의 전

문성을 보장하고 도서관입관료의 폐지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법,

13) 조원호 긴 잠에서 깨어난 도서관법 출판저널 쪽, " ", , 1987. 11. 20,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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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진흥법 은 년에 제정된 도서관 및. 1994「 」 「

독서진흥법 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년간 시행되었다3 .」

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은 문민정부가 국가운동적 차원에서1994 「 」

도서관설치와 독서진흥을 강구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이 법령은 도서관계와 출.
판계의 숱한 줄달음 끝에 제정된 것으로 법제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문화체육부가 년 책의 해를 지정하며 그 중점사업으로 독서진흥1993 ' ' 「

법 을 국회에 상정한다 당시 정부를 비롯한 출판계는 국민독서환경을 마련한.」

다는 명분으로 문고를 지역 곳곳에 설치하려는 발상을 하게 되고 문고설치의 법

적 보장을 위해 독서진흥법 제정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 ,「 」

전국사서협회를 비롯한 당시 도서관계는 이 법안이 도서관진흥법 의 근본취지「 」

와 유사하며 국민독서생활화 사업의 이원화를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
당시 민자당 주최의 공청회와 한국도서관협회 국회사회개혁특별위원회 대한출, ,
판문화협회와의 몇 차례 걸친 조정 끝에 년 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도1994 3 , 「

서관 및 독서진흥법 으로 제정 공포된다· .」

당시 도서관계는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책의 해를 주도했던 출판계의 그늘' '
에 가려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주장 설득하지 못하고 정부여,
당과 출판계의 의도대로 끌려 다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출판계는 법제정.
과정에서 공격적 입장을 취한 반면 도서관계는 독서행정의 이원화 문고의 독서,
지도요원의 배치 등과 같은 문제조항들을 배제시키는 데 급급한 방어적인 자세

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이 내포하였던 문제점들이 부분적으

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1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의 주된 특징은 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규「 」

모의 독서시설을 문고로 정의하고 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공.
공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의무규정으

로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진흥법 에서의 임의규정에서 진일보한「 」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법에도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모순들이.
내재한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다원화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도서관행정의 다원화 문제는 현재 공공도서.
관계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 도서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차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14) 윤희윤 공공도서관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 ", ,《 》

권 호 쪽37 1 (1996.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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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년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도서관인들의 의식적이고1963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번에 걸쳐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3
법은 보다 진일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도서관문화를 꽃피우기에.
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개선을 위한 도서관인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여전히 요구된다 하지만 년대 후반에서 년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 80 90
진 도서관법 개정작업은 도서관인들을 전면적으로 끌어내는 주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도서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세우는 과정은 도.
서관인들이 전면적이고 조직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환경으로 작용했으

며 동시에 도서관이란 문제를 내외부적으로 이슈화할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러.
나 도서관인은 법개정 과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주어진

법개정 상황에 대처하고 수습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세 번의 법개정과정에서 도서관인들이 보여준 운동역량은 한편으로는 조직력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력의 측면에서 부족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

다.

행정의 개선 소속부처 이전운동4) :
년 정부의 문화부 신설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업무 관장문제가 사회여론의1988

도마에 오르게 된다 공공도서관 이관문제는 사실 년 문공부 발족 당시 논. 1968
의가 부분적으로 일었고 이후 도서관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년 문화부 신설을 계기로 문화부로의 이관 주장은 보. 88
다 고조된다 당시 도서관인들은 우리나라 도서관 저발전의 원인이 행정담당부.
서인 문교부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
교부에 대한 도서관계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시 문화부 신설을 계

기로 도서관소속부처의 문화부이관을 추진하는 문제는 당시 도서관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도서관인들은 더 이상 문교부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며 소.
속부처의 이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로써 도서관 업무 관장문제.
는 도서관인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인들은 조직적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벌려냈다.
먼저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 '15)에서는 년 월 전국 공공도서관 실태1989 1 '
조사와 현장사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문화부이관의 당위성을' ' '

15) 이는 년 월에 발족한 도서관학과 학생회 연합 조직이다 당시 도서관학과 학생회1988 5 .
회장들인 박병주 전충곤 임산웅 신동근 등이 주축이 되어 전도련을 결성하여 학생들의, , ,
운동역량으로 도서관이 처한 문제에 조직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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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사서 중 가 문화부 이관을 요망하. 82%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 또한 문화부이관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조직 전국사,
서협회에서도 도서관 운영 침체와 정책 부재 현상을 비판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문화부이관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외 한국도서관협회 전국대학도서관학과. ,
장협의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학회 등에서도 문화부이관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제, ,
출하는 등 도서관 소속청 이관에 대한 도서관관련 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들이 연

이어졌다.
그러나 소속청 이관문제는 문교부와 문화부 두 행정부서의 이권 문제로 첨예

화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업무이관을 둘러싼 문화.
부와 문교부의 협상이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은 뒷전이고 그들의 이권에만 연연

하게 되자 특히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과 도서관장의 전문성 보장 사서직 직' ', '
급승진 제한의 철폐 국 또는 과 단위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의 설치를 전제', ' '
조건으로 내세우며 문화부이관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한다 이와 관.
련하여 당시 문화부이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국사서협회의 전충곤의 말

을 들어보자.

우리는 문교부가 빈약한 예산과 형식적인 인원배치 등 도서관에 대하여 소외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도서관업무를 방치해왔다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문교부 하의.

공공도서관은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결국 더 이상 공공도서관을 문교부에 맡겨서.

는 안된다고 보고 문화부이관 운동을 전폭적으로 벌여냈던 것이다 전사협은 도서.

관이 문화부로 이관되어야 하는 당위성 및 외국 사례 등의 자료를 문화부에 지속적

으로 제공하였다 정부에서도 문화부 이관에 긍정적 분위기였으나 문교부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이후 문교부의 로비들이 줄기차게 진행되었고 문교부와 문화부의 파.

워게임에서 결국 문화부가 밀렸다 문교부의 로비를 저지시키기엔 당시 사서의 힘.

이 미약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계의 로비와 압력의 힘이 너무도 약했던 탓에 결국.

문교부와 문화부의 나눠먹기 식으로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론지

어지고 말았다.17)

이처럼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이관운동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문화부의 알력

속에서 도서관 정책의 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은 문화부에서 총괄하고 교육

청 소속도서관은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후 도서관정책.
의 문화부총괄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도서관진흥법 이 제정 공포되고 문교부,「 」

16) 전국사서협회 도서관 자료집 공공도서관 편 신학문사 쪽, : (1) , , 1991, 112 .『 』

17) 전충곤 전국사서협회 대 회장과의 면담 구포의 한 음식점4 , 2000. 10. 4. 19: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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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장하던 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전면 이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
로서 문화부에서는 어문출판국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도서관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도서관의 소속부처가 문화부로 그것도 불완전하게나마

이관되었으나 문화부로의 이관은 도서관이 문화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게 된

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부에서 도서관관련 정책을 형성한다는.
것은 도서관이 문화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국가 문화정책 골간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의 기능 중 문화적.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의 소속청 일원화라는 당시 도서관인들의 염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문화

부로의 소속부처 이관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역량은 배가된다 문화.
부이관 운동과정에서의 도서관인들의 경험은 도서관계가 산적한 문제의 조직적

대응을 위한 전국사서협회라는 조직을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상과 같이 년대 공공도서관계는 근대적 도서관문화의 확산을 위해 우8, 90
선 도서관 내부적으로 도서관운영의 합리화를 내어오는 운동은 전개하였고 도서

관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였다 년대에 줄기. 6, 70
차게 반복된 도서관운영의 근대화와 법적 제도적 개선에의 염원들이 년대에80
이르게 되면 실질적 운동으로 나타나고 또한 구체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이 시기 운동을 확대하고 심화시켜내는 내적인.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상황은 다양한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불러일.
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럼 이와 같은 도서관계 내부의 상황과 조건을 이.
해하고 다음 절에서 이 시기 전개된 운동의 양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도서관 운동의 양태4.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양태는 운동단체나 조직을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

로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해간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년대 초반에. 80
는 대한도서관연구회가 도서관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해갔고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사서협회가 공공도서관 운, 80 90
동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두 조직의 구체적 활동을 살펴봄으.
로써 전체 도서관운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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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직이 전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개별단위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운영과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서관서비스 확

산을 이뤄냈다 단위도서관 운동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현장도서관의 구.
체적 실상과 개혁의 몸부림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공립도서관의 부실과 기능의 미약함은 민간도서관 운동의 출현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민간도서관 운동이 도서관운동의 한 축으로 등장

한다 년대 후반부터 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노동도서원 지역주민도서실. 80 90 , ,
작은도서관 등의 민간도서관이 연이어 등장한다 이같은 민간도서관 운동은 민.
간에 의한 자발적 도서관운동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들 각각의 운동에 구체적으.
로 접근해 보도록 하자.

대한도서관연구회의 도서관운동1)
운동의 내용(1)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년대 초중반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이끌어간 도서관운80
동의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엄대섭에 의해 탄생하였다 그는 마을문고. .
운동 은퇴 후 공공도서관 운동을 벌이고자 사람을 규합하여 대한도서관연구회라

는 단체를 창립하였다.18)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년대 초반 당시 도서관계가 직80
면한 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부르짖어온 제도적 법적 개선 운동이 허공 속의 메아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당시 공공도서관이 처한 단계에서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

하였다 공공도서관실태조사 작업 개가제 및 관외대출 운동 이동도서관보급운. , ,
동 도서관평가작업 모델도서관 시상과 확산운동 등이 그 구체적 활동이다 이, , .
들 각각을 살펴봄으로써 년대 초중반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주축이 된 도서관운80
동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

18) 대한도서관연구회는 엄대섭의 막사이사이상 상금과 기금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당.「 」

시 임원단은 회장에 엄대섭 부회장에 이경훈 전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겸 사무국장 이, ( ),
춘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사에 김경일 도서관학과 교수 양병탁 경희대부총장 김성( ), ( ), ( ),
두 조선일보논설위원 김병주 문화방송 관리이사 김효정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 ), ( ),
박대권 한국도서관협회 사묵구장 이홍구 전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 최일남 작가 동아( ), ( ), ( ,
일보논설위원 상임이사에 조원호 국립중앙도서관분관장 이용남 한성대학교 도서관학과), ( ), (
교수 감사 박치현 흥아상사 사장 왕태단 협성해운 사장 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도서관), ( ), ( ) .(
연구회 오늘의 도서관 창간호 참조, , (1984. 12.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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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도서관연구회는 공공도서관 운영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도서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년에 걸친 전국도서관 순방을 통해. 2
한국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펴 현장을 진단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가 무

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
현지조사작업이후 대한도서관연구회 활동은 보다 구체성을 띄면서 진행된다 현.
지조사 이후 드러난 최대의 문제가 바로 자물통으로 채워진 공공도서관서가였' '
다 이에 연구회는 공공도서관의 닫혀진 서고 문을 열고 이를 이용자들 손에 쥐.
어주는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을 전면적으로 벌려낸다 이 운동은 공부방으로서. ' '
의 풍토를 배격하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운동이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은 몇몇 선진적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도되었고 이것은 결국 전

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또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년 말부터 이동도서관 보급운동에 착수한다 이동83 .
도서관 운동은 앞서 언급한 개가대출운동과 마찬가지로 좌석과 건물위주의 도서

관체제에서 봉사와 자료위주의 도서관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동도서관을 통한 이용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는 년대 초 서울. 1970
시립종로도서관 남대문도서관에서 실시하여 관내 위주의 봉사에서 지역사회주,
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의 변모를 꾀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년대 초에 접어들면 대한도서관연구회의 선도 하에 이동도서관 운동은80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에서 년 이동도서관사업을 시작하였다 주1983 .
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역삼분관의 자동

차이동도서관 사업은 그 당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년. 1984
에 이르면 엄대섭 조원호 이용남을 비롯한 대한도서관연구회 팀들은 이를 조직, ,
적이며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리하여 우선 이동도서관.
전용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차량 개발에 착수한다 결국 국내 최초의.
이동도서관 차량 정식 모델을 탄생시켜 이동도서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

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이 작업에 참여한 조원호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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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서관연구회에서 엄대섭선생과 함께 개가제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동도서관 운동을 전개했다 이동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찾.

아가 책을 빌려줌으로써 도서관이용을 촉진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진작하고

자 하였다 당시 일반차량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기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북모빌용 차.

량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아시아자동차에서 주문용 모델 차량을 제작하게 되고 이.

결과 전국 최초의 북모빌이 탄생하였다 이후 상공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

었다.19)

첫 제작한 자동차도서관은 청주문화방송에서 인수하여 년 월 일 개관1984 8 10
하였다.20) 이후 안동 강원 청주 대구 문화방송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게, , ,
된다.21) 년도에는 문교부가 신규사업으로 억 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1986 2 5
각 도당 대씩 강원도 대 총 대를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정 운영케 하였으1 ( 2 ) 10 ,
며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억 천 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 구당 대씩, 9 1 4 1
총 대를 설치하게 하여 그 운영을 새마을운동서울시지부에서 담당하게끔 하였17
다.22) 이로써 이동도서관 운동은 본격적 궤도에 오르게 된다.
당시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도서관,
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간적 시간적 제,
약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동차로 직접 방문하여 도서

관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도서관자료와 봉사의 영역을 관외로 확.
장할 수 있어 이동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적 환.
경이 별달리 존재하지 않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의 책

읽기 욕구를 채워주는 신선한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동도서관 운동은.
공부방으로 인식되는 당시 사회상황에서 주민에게 직접 책을 제공하여 공공도' '
서관의 참맛을 알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내

는 주요한 운동이 되었다 더불어 시민과 도서관의 거리를 좁혀 공공도서관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고 자료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현장개선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비롯한 개가제 관외대출은 도서관운영의 기본방향으,
로 강조되었고 대한도서관연구회는 이를 대사회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 세, .

19)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2000. 6. 22. 15:00-21:00, 6. 23. 07:00-12:00,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0) 대한도서관연구회 오늘의 도서관 창간호 쪽, , (1984. 9. 18), 3 .《 》

21) 대한도서관연구회 오늘의 도서관 호 쪽, , 7 (1986. 1. 20), 2 .《 》

22) 대한도서관연구회 오늘의 도서관 호 쪽, , 9 (1986. 5. 2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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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운동은 좌석과 건물위주의 당시 도서관체제에서 봉사와 자료 위주로 전환

하기 위한 실천적 모색이었다.
이 외에도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당시 여 개 공공도서관이 개가 및 관외대200
출 이동도서관사업을 채택하게끔 권장하고 자극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도서관,
을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친 도서관중 모범도서관.
을 지정하여 전국의 도서관에 홍보하였다.23) 또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
대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서관과 도서관서비

스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확대와 이용을 권장하는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24)
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한도서관연구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현실적이고80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도모하다 년 오늘의 도1986 《

서관 호를 마지막으로 발간하고 엄대섭선생의 건강문제로 해산하고 만다9 .》

의미(2)
년대의 도서관운동이 제도개선운동과 민간도서관 운동에 초점을 두었다6, 70

면 년대는 제도권 내의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운동이 집중적80
으로 일어난다 바로 이 운동의 중심 축에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자리한다 엄대. .
섭 조원호 이용남이 주축이 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년대 초중반 도서관계가, , 80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갔다 이들은 당시 공공도서관의 현단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토대로 그 단계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동도서관 운동 개,
가 및 관외대출운동 입관료폐지 운동을 설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벌여냈다 이, .
동도서관 운동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의 이동도서관운영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개가 및 관외 대출 운동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대화를 마련하였,
으며 입관료 폐지를 줄기차게 부르짖음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실현을 보,

23)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간송도서관문화상 을 제정하여 모범도서관과 도「 」

서관운영의 모범을 보인 사람에게 수상하게끔 하였다 간송도서관문화상은 엄대섭. 澗松

선생의 년 막사이사이 사회봉사부문 수상금을 기금으로 민간인에 의해 처음 제정1986 ( )賞

된 도서관상이다 이 상의 첫 수상은 경북울진도서관의 이이종 관장이며 두 번째 수상은.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 단체상을 받았다 대한도서관연구회 간송도서관문화상 자료 참.( ,「 」

조)
24)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확대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의《

도서관 이란 기관지를 생산하여 전국의 도서관 교육 문화 언론 행정기관 단체에 무료, , , ,》

배포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어. TV,
신문 잡지 등에서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
식을 크게 높여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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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내어오고 공공도서관에 대. ' ,
한 사회인식을 재고시키며 대중의 공공도서관 이용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대, '
한도서관연구회는 년대 당시 도서관계가 직면한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함으80
로써 공공도서관 현장의 근대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
한도서관연구회는 년대 공공도서관 운동의 거점이며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80
이끌어간 핵심조직으로 존재한다.

전국사서협회의 전문직운동2)
운동의 배경과 동인(1)

전국사서협회는 공공도서관의 소속부처 이전운동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1989
년 월 공공도서관 소관부처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장사서들은 도서관 문제의 조1
직적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단위의 사서직 전문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에 년 월 일 도서관문제의 주체인 사서들이 나서서 올바른 정책. 1990 5 2 "
방향 제시 및 조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 는 의지를 천명하며 전국사서협회"
란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당시 도서관계의 핵심조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25)
도서관소속청 이관과정에서 사서들이 힘을 합하여 도서관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더 이상 문외" "
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도서관이 단지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사서들이 서고를 지키는 일에 머무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26) 현장사서들은 그들의 운동조직으로 전국사서협회 이하 전사협 를 결성한( )
것이다.
전사협은 년말 결성된 도서관학과 학생연합조직인 전국도서관학과연합회1988 '
이하 전도련 가 그 모태가 된다 전도련은 공공도서관실태 조사 사서의식'( ) . ,「 」「

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직 사서들과의 접촉을 통해 전사협 결성 분위기를 조성」

하였다 한국 도서관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을 운동 주체로.
엮어줄 수 있는 전국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도련 활동을 했던 청년사서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미래 도서관 현장에 뛰어들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되,
었던 조직결성의 논의가 도서관소속부처 이관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자 이를 계기

로 현실화되었다.

25) 년 월 일 변호사회관에서 국공립 대학 특수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대1990 5 2 , , ,
표하여 백여명의 사서가 발기인 대회를 열었으며 그해 월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2 9
여명의 사서직이 참여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150 .

26) 전국사서협회 창립대회 인사말씀 도서관자료집 공공도서관 편 신학문사" ", : (1) , ,『 』

쪽1991,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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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시 사회환경도 도서관관련 전국 운동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고 자극하

는 분위기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운동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운동 역량이 배가.
되었고 또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근대성을 확보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문,
직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년대 후반 격동의 사. 80
회를 거치면서 도서관이 사회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도서관발전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서직 집단의 의지가 표출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문직 운동단체인 전국사서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같.
이 년대 사회운동의 물결 속에서 도서관계의 제도와 행정의 근대화를 염원하80
는 사서직 내부의 주체의식의 발로로서 전문사서직운동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다.
이처럼 도서관내외부적인 환경은 사서직운동을 고무하고 유도하는 필연적 상

황이었고 이에 현장사서직들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 그 주

체로 나섰다 당시 전사협의 이와 같은 도서관개혁의지는 창립선언문에 잘 나타.
난다 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

오천년 문화민족의 위대한 업적을 보존 계승하며 나아가 새로운 세기 정보사, , 21

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한국의 모든 사서들은 오늘 전국사서협회의 창립을 선

언한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

서들이 주체로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주와 자유 평등에 기초한 도서관문화, ,

를 건설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만인 앞에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

사를 보면 한국의 근대적 도서관은 근대국가로서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계몽해

야 할 절박한 시대적 필요성에서 태동되었으나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의 미군정 시,

기 한국동란 등 민족적 비극의 시대를 지나면서 도서관 또한 왜곡과 굴절의, 6·25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년대의 정치적 혼란과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정. 60-70

에서 파생된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하여 도서관은 더욱 더 본연의 모습을 잃고 시대

의 뒤안길에서 헤매어 왔다 이러한 도서관의 현실에 대하여 정작 책임감을 가지.…

고 대해야 할 우리 사서들 자신도 도서관을 단지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며 더 좋은

자리만을 연연하여 도서관의 중심인 공공도서관은 불모지대로 비워두는 우를 범하

고 말았다 수십 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도서관의 현실은 다시는 돌이킬 수. …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서관문제의 근본적 치유와 함께. …

새로운 위상정립의 때가 되었음을 직시하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현 상황을 거,

부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도서관과 사서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 동안의 굴종과 나태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분연한 결단

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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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희망하며 사서직 내부에서도 제자리 찾기 운,

동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아무런 제한 없는 도서관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

며 도서관을 책임지는 사서로서 이러한 권리에 복무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미비하지만 비로소 출발점에 선 우리는 온힘을 모아 영원히 꺼지지. …

않을 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과 사서라는 이념의 횃불을 높이 들어 반드시 우리,

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참다운 도서관문화 건설의 앞길을 밝히는 바이다 전국. …

사서협회의 깃발 아래 모여 도서관과 사서직의 미래를 쟁취하자 전. 1990. 10. 19.

국사서협회27)

이와 같은 전사협의 실천적이며 개혁적인 언어들은 당시 도서관현장의 젊은

사서들에게 급속히 번져나가 대단한 흥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열렬한 지지를 모아

냈다 전사협 결성 당시에 사서집단을 두고 이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계층. "
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줄 모르고 모여서 논의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모든 걸 만족하지도 않는 특이한 집단 이라거나 사서란 직업자체가 정적이고" "
보수성이 강하며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단체 결성 자체가 어려울뿐

더러 설사 단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잘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이 시대의" "
마지막 무풍지대 니 이 시대의 마지막 내시" " "28)라는 비난이 나돌았다.
그러나 전사협의 출범을 계기로 현장사서들은 더 이상 사서집단에게 주어진'
문제와 책임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도서관의 주체는 바로 사서이기에 주', '
인의식을 가지고 사서들의 힘으로 도서관의 근대화와 사서의 권익을 쟁취하자'
는 입장에서 전국사서협회 운동에 하나둘 동참함으로써 도서관변화에의 기대와

개혁에의 열망을 표출하였다 바로 사서직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개혁적 열망이.
전사협이란 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분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서관 현장사서들로 하여금 사서직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

였는가 그리고 현장사서들은 사서직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전사협에 걸었?
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전사협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봄?
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년 나는 도서관에 막 입사하였고 당시 근무하는 도서관의 분위기는 점심만 되88

면 뭘 먹을까 고민하고 신문보고 커피 마시는 분위기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질적 측면이나 양적 측면에서 부족했다 열심히 하는 소수마저도 도서관.

과 사서직이 중요하기에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실현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 진급이

27) 전국사서협회 전국사서협회 창립선언문 위의 책 쪽, " ", , 287-288 .
28) 정운현 공공도서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문교부 문화부의 관할 싸움 계기로 본 실태, " , -

월간중앙 쪽" , , 171(1990. 4),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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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진을 위해 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미래가 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

니 회의가 생겼다 도서관은 이런 곳이 아니고 사서가 이래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사협 결성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전사협 결성을 도모하는 전국의 여러 젊은 사. .

서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29)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안되었을 때 전사협 태동소식을 접했다 도서관이 굉.

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년대이기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사서. 80 .

로서의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후배들과 모임을 만들어 같이 이야기해 보기도 하였

다 내 스스로 사서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에 사서들이 조직.

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려 한다고 하니 그 모임에 당연히 참가할 수밖에 없었

다 전사협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에서였다 도서관이란 기관과 사서라는 집단이 사회 속의 전문직으로서 혹은 하.

나의 개인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전사협이란 조직활동을 통해 찾

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였다.30)

학교 다닐 때부터 현장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서가.

되면 좀 나아야 된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들어갔다 도서관에 들어간 이후 몇몇 젊은 사서들과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나.

두세 달 지속되면서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 이야기는 공공도서관 현장에 대한

푸념이라든지 잡담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임의 한계가 아닐까 하.

는 생각을 했다 이런 참에 전사협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현장문제를 해결하. .

는데 초급의 급 사서로서 힘이 많이 부쳤기에 도서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9

전국적 조직이 출현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웠다 내 개인적으로 도서관현장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높았기에 그러한 조직은 뭔가 도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고 그런 기대감으로 전사협에 참여했다.31)

위 사서들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사서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서

들은 이제 막 현장에 들어간 청년사서들로 도서관에 대한 신념과 열의로 그리고

도서관의 개혁을 열망하는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서직이란 직업의 정체,
29) 김현철 전국사서협회 대 회장과의 면담 부산 서면의 한 음식5 , 2000. 8. 22. 17:00-20:00,
점.

30) 이용훈 전국사서협회 초대회장과의 면담 국립중앙도서관 내, 2000. 8. 23. 10:00-14:30, .
31)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면담 부산대학교 내K , 2000. 8. 16. 15: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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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사서직운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장.
도서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로 도서관현장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사서협회를 설정하고 이 조직을 통해 도서관현장이 처한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결과 사서직의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것이다 초기에 전사.
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전국 사서들을 규합하러 현장 투어를 나섰던 전충

곤과 박병주는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전도련 출신이었던 나와 박병주는 도서관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사서들의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이 처한 문제가 너무 많고 또 이 문제는 조직적.

인 운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교수들이나 학회나 협회에는.

더 이상 해결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는 현장사서인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 사서들을 만나러 현장을 투어하며 다녔

다 현장사서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입회비 원을 받으며 명 가입을. . 10,000 600

순식간에 받아냈다 전국사서협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32)

이렇듯 전사협은 도서관계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조직으

로서의 기대를 받으며 광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대구 서울 경인 등 지역별, , , , , , ,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도서관계와 사서진의 대대적인 흥분과 열기 속에서 전

국적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다 전사협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당시의 젊은.
일군들인 전충곤 박병주 이용훈 임산웅 김선숙 김순화 박년수 노우진 김현, , , , , , , ,
철 손정 신주영 등은 이와 같은 흥분과 열기를 기반으로 현장 사서들의 조직적, ,
이며 주체적인 운동의 활로를 모색했다 당시 전사협 결성과정에 적극 참여한.
김현철은 이 시기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우리는 많은 밤들을 세워 토론하고 술마시고 그러고도 거침없이 다음날 산행을

하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 걷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정리하고 우리 현장의 모순을 거듭 이야

기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했다 모두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토해냈다 서. .

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춘천으로 대구로 광주로 전국 어디서에서나 주말마다, , , , ,

밤을 꼬박 세우곤 했다 많은 밤들을 밝히면서 토론하며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외.

롭지 않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도서관현실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분.

개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확인인 우리 현장의 이야기가 담. ' '

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시점에서 가지게 된다 이런 믿음은 사서라는 직. ' '…

32) 전충곤 선생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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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두려움 이 단어의 소중함 이 말의 무게를 느끼는 출반선으로 나를 이, ,

끌고 갔다 도서관현실에 대한 나의 분노와 분개는 드디어 어떤 실천의 가능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토론한 많은 부분들은 왜 도서관이 이렇게 되었. '…

는가라는 것이었고 또 도서관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였다 그 논의 중 가장' ' ' .

중요한 부분은 왜 사서들은 침묵하는가였다 우리는 관료제사회가 만든 정형화된' ' .

우리 사서 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깨달음은 전국사서협회운동의 한 가닥 방향을 잡( ) .

아내었다.33)

열악한 도서관제도 속의 사서 개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단위도서,
관의 말단사서로서 발언권도 없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신참 사서들이었으나 현장

의 문제와 도서관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스스로의 운동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개혁적 의지.
가 고양되었으며 개혁실현의 주체로 서게 된다 이는 바로 개개인의 사서를 주.
체적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사협이란 조직의 힘이었다 전사협은 사서 개.
인 속에 묻혀 있는 도서관개혁의 의지들을 끌어내어 조직적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사서직운동으로 출발한 전국사서협회가 당시 도서관계에 남긴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전사협운동의 한계?
는 무엇이었나 이를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

운동의 성과 의미 그리고 한계(2) ,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의 위상정립과 자질향상을 통한 참다운 도서관문화의'
창출 국민과 함께 하는 봉사를 통한 민주시민문화에의 기여 사서와 도서관', ' ', '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구조 및 도서관 정책에의 주체적 참여 사서의 권익', '
옹호'34)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같은 목표아래 전사협은 현장사서들에 의한.
조직적 운동을 시도하였다 전사협은 현장의 개별 사서들의 단위도서관에서의.
개혁적 노력이 자신이 처한 현장의 성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계 전반

의 조직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고리역할을 하고자 하였고 도서관계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조직해내는 중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 소속청 문화부이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혁 과정에서 전사협의 조직력과 발빠른 대응들은 조직적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3) 김현철 전국사서협회와 나 전국사서협회소식 제 호 쪽, " ", , 21 (1995. 12), 10-11 .《 》

34) 전국사서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전국사서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자료집, ' ' , 1990. 9.「 」



80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연구

또한 전사협은 전문사서직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사협은 사서직운동' ' .
을 전문직으로서의 사서가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영역을 확"
보하고자 하는 일체의 운동"35)이라 보고 사서가 도서관을 통해 사회발전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사서직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적 토대의 강화와 사서들의 운

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포부와 열정을 그대로 실현할 만큼 현실이 뒷받침해주진

않았다 전국사서협회는 사서들의 대중적 조직 진보적 도서관운동단체로 서려고. ,
했으나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 회장인 조왕근은 전사협운. 2
동의 부진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전사협 년을 평가하면 초반에는 현장사서들의 열렬한 기대와 지지 속에서 조직10

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서들이 열기를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사협이 열의를, .

가지고 도서관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4-5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운동인자 재생산이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제. .

는 처음의 열정과 지지가 식었습니다 회장할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

다 초기 회원들이나 임원들은 자기만족을 가지고 운동을 했지만 대중성이 없었습.

니다 대중성있는 조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년을 맞아 모색해보. 10

는 것이 요구됩니다.36)

조왕근의 말에서 우리는 전사협운동의 침체와 부진이 조직력 확보와 대중성

획득의 실패에 있음을 알게 된다 초기의 열기로 가입한 회원들도 시간이 흐르.
면서 하나 둘 떨어져나갔고 현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물도 많지 않은 데다 이,
들 신규 인자들마저 회원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사서들의 대중적.
조직이 아니라 몇몇 의식있는 사서들의 진보적 집단에 머물러 버리고 전사협운

동은 점점 소진되어 갔다.

35) 이용훈 현장 사서직운동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전국사서협회운동을 중심으로 부산, " ?- ", 「
대학교 문정포럼 제 차 모임 자료집3 , 1994. 5. 27.」

36) 전국사서협회 주최의 도서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샵 경(2000. 5. 13 - 5. 14.「 」

주교육문화회관 에서의 전국사서협회 대 회장 조왕근의 토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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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협운동의 한계점은 또한 운동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전사협은.
도서관법 제도 등과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의 해결에 매진하는 이슈가,
중심이 되는 운동에 주력했다 물론 이들은 개별 사서가 처한 현장에서의 도서.
관운동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개개인의 사서 몫으로만 남았고 전사협이란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엔 조직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대해 이용훈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이슈가 발생하는 몇 년은 그 이슈를 중심으로 전사협을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슈는 늘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큰 이슈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내부에.

서 조직을 정착시키고 이슈의 내용을 체계화시키는 작업 일상화시키는 작업을 했, ,

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했다.37)

전사협운동이 이슈중심적 운동에 치중한 것은 조직태동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

을 가진다 당시 행정부처 이관 문제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서둘러 조직결성이.
진행되었고 이후 도서관계의 제도적 불합리성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성명서

를 내거나 관련기관을 항의방문하는 형식 위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방.
식의 운동이 태동 당시부터 계속되었으나 전체 도서관계나 단위도서관에서의 일

상적 운동을 내어오고 이를 지속화하는 데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
해서 전사협의 회원인 한 단위공공도서관 사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도서관현장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전사협활동에 많이 동조했

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좀 성급했던 거 같다 당시 나는 전사협운동을 통해서. .

도서관이 금방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사협은 전국적 활동을 통해 단.

위도서관의 문제보다는 도서관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고 사서들 역시 전

사협의 조직운동을 통해 제도적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현장의 각각의 사서들이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그러나 도서관계 전체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큰 조직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조직의 변화가 와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운동이.

라는 것이 전국적이며 조직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단위도서관에서의 내부적인 개

혁 운동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38)

37) 이용훈 선생과의 면담.
38)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면담 부산대학교 내K , 2000. 8. 16. 15: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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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서의 언급에서 전사협이 이슈중심적 운동에 치중함으로써 일상적인 운동

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과 아울러 개별단위 도서관운동과 전사협운동간에 연대

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운동의 한계로 드러난다 물론 단위도서관개혁.
운동과 전사협이란 조직을 통한 거시적 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것은

전국사서협회만의 한계로 지적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단위도서관현장에서 구.
체적으로 사서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서직과 도서관계의 전반적 수준이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서들.
각자가 단위도서관에서의 개별적 운동과 전사협 운동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

고 이것은 다시 단위도서관 사서들을 전사협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형성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별 사서의 단위도서관에서의 운동축적 속에서만이 전체 운동조직의 역량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단위 도서관에서의 사서들의 일상적

인 자기운동이 요구되고 더불어 이러한 단위도서관 운동을 뒷받침해줄 전체운동

조직으로서의 전국사서협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장 구석구석에서 사서직 스스로가 도서관이 처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전사협이 아

닌 다른 어떤 운동조직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운동의 성공은 보장하기 힘

들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사협의 사서직운동이 지닌 여러 가지 한계는 결국 앞으로

도서관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선다.

개별단위 공공도서관 운동 사례3)
이제 각 개별단위 도서관의 운동사례에 접근해보자 단위도서관의 운동은 도.
서관운영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주를 이룬다 전체 도서관계가.
전근대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단위도서관에서 서

비스개혁을 통해 도서관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그 존재의미를 확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당시 도서관계의 귀감이 되었다 각각의 운동사례를 하나씩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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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 사례(1)
년대 개별도서관 운동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립80

중앙도서관 역삼분관의 도서관서비스 개혁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어린이독서교「

실 사업이다.」 39)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조원호 역삼분관장은 공공도서관이 주력

해야할 핵심사업으로 어린이 독서교실활동을 설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다 우선 역삼분관에 어린이실이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 뒤 독서서비스의 모형.
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당시 이 사업을 이끌었던 조원호분관장의 말을 들.
어보자.

어린이 독서교실사업을 염두에 두고 분관건축시 가장 노력을 기울인 공간이 바로

어린이실이었다 일본에 견학가서 참고삼기도 하였다 어린이실의 책상과 의자 하' ' . .

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자료실은 카펫으로 깔고 별모양의 책상을 만들어 넣는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인테리어에 최대한 공을 들였다 어린이실을 그 당시 도서관.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화로운 방으로 만들었다.40)

어린이실이란 공간을 확보한 후 독서교실의 모범적 표본을 만들기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또한 도서관 부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진 젊은 주부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국립중앙도서관분관 어'
머니봉사회라는 자원봉사모임을 최초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어린이자료실' .
운영에 적극 활용한다 독서교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
는데 당시의 반응을 보도한 글을 잠시 살펴보자.

방학 중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어린이 독서교실접수창구에 자' '

녀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접수 전날 밤부터 학부모들이 창구 앞에서 줄을 서서 밤,

새우는 기이한 모습이 벌어졌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년도 월 일부터 일까지 실시되는 독서교실은 국립중앙도서관 분85 1 16 26 ' '

관 분관장 조원호 의 경우 지난 월 일 시부터 접수순에 따라 모집정원을 받아( ) 12 13 9

들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독서지도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자 이번에는 접수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인 일 오후12

시부터 학부모들이 줄서기 시작하여 일 새벽 시쯤에는 이미 정원을 넘은 채8 13 3

밤을 꼬박 새운 것 이 바람에 접수시간에 맞춰온 명의 학부모들은 접수를 포기. 100

39) 물론 년대에도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여름겨울방학의 일정기간 동안 그 지역의 초중197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하였다.

40)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경기도 의왕시 백, 2000. 8. 23. 18:00-22:00,
운호수 근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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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세계에서 별로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41)

이렇게 되자 언론에 독서교실운영사업이 집중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

중된다 당시의 독서교실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기에서 지역주민들은 공부방이.
아닌 독서교육현장으로서의 도서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삼분관의 독서교실사업은 도서관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맞춤서비스

를 했을 때 도서관의 본질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 성황을 이루게 되

고 결국 이들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의 지지자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독서와 자료의 중심으로.
자리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서비스를 행하는 사서가 어떤 내용의 서비스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구자가 역삼분관의 독서교실 성공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년대 초80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의 독서교실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당시 지역주

민의 열기가 대단했다 라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회고와 정리적 차원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공공도서관 운동의 핵심전략이 무엇인가.
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독서를 책임지는 일은 도서관이 결코 포기할 수. ' '
없는 포기해서는 안되는 핵심적 의무이자 기능이며 이것은 도서관의 사회적 영, ,
향력을 축적하고 확대하는 핵심고리가 된다는 것을 역삼분관의 독서교실에 대한

학부모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열기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운영지도자에 의한 서비스혁신 사례(2)
다음의 단위도서관 운동사례는 바로 도서관 운영지도자에 의해 서비스의 개혁

을 이루어낸 것으로 그 구체적 사례도서관으로 경북군립울진도서관과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들 사례에서는 단위도서관 운동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바로 도서관 리더들의 운동성과 개척자적인 정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개별단위도서관 사서가 얼마만큼 운동성을 견지하고 도서관개혁을 위.
해 매진하느냐에 따라 도서관이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핵심적 기관이 될 수 있

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들 도서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도서관의 사례에서 도서관서비스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사서들의 일상적 운

동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럼 이들 도서관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41) 대한도서관연구회 새 소식 오늘의 도서관 창간호 쪽, " ", , (1984. 9. 18),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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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울진군립도서관의 성공은 이이종이란 인물이 추진한 도서관개혁운동을

통해 얻어진 성과이다 이이종관장은 닫혀진 서가 먼지 쌓인 서가 학생들. ' ', ' ', '
의 공부방이라는 당시의 열악한 도서관상황을 개선하여 이것이 도서관이다' ' '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도서관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그에게서 들어보자 도서관의 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변화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

었습니다 저는 외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관내부에서의 혁신을 통해 이용.

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도서관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차.

원에서 저는 도서관 내부로부터의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였습니다.42)

이이종 관장은 단위도서관에서의 서비스혁신은 결국 도서관 외부환경의 변화

를 유도할 것이라 보고 이러한 믿음에서 우선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도서관서

비스를 행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도서관 인식 진작에 매진하였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도서관은 학생들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들도 좌석에 주된 관심을 가지기에 도

서관은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학생 외의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에 관.

심이 없기에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도서관을 홍보.

하여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도서관.

에서 문화활동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분재를 통해 주부들을 유인.

하여 도서관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 주부들이 도서관을 제대로 인.

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부들이 도서관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전사로 바뀌게 되더

군요.43)

이이종은 도서관안내책자를 간행하여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반상회를 찾아가, ,
도서관을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다 입관료 철폐를 비롯한 당시로서.
는 매우 개혁적인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였고 사재로 이동도서관차량을,
마련하여 울진군의 오지와 산골마을을 누비며 지역 곳곳에 도서관서비스의 혜택

을 보장하게끔 하는 등 지역주민들 속에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 .

42) 이이종 사람과 사람들 울진도서관 사람들, "KBS 1 TV : ", 1986. 8. 28. 22:00-23:00.
43) 이이종 추적 분 공공도서관 현주소, "KBS 2 TV 60 : ", 1985. 8. 31. 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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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가대출제는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당시 도서관현장의 전반적 분위기' '
에서 개가 및 관외대출제를 몸소 실현하여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이종은 당시 공공도서관이 가진 문제를 육탄으로 해결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혁과 근대화를 이뤄냈다 이이종은 도서관서비스의 개척자로 도서관운동의 모. ,
범으로 간주되어 대한도서관연구회의 간송도서관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또한 닫혀진 도서관을 열린 도서관으로 변모시킨 개별' ' ' '
단위도서관현장의 운동사례라 할 수 있다 년대 초중반 대한도서관연구회가. 80
주창하였던 개가제 관외대출제 이동도서관이란 대 과제를 그 당시 행정직 관, , 3
장이었던 이선직관장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채택된다 이선직관장은 당시 개혁을.
시작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년 도서관장 취임 당시 도서관계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도서관이라 하면1983

가기 싫고 거기 가보더라도 빛이 나지 않는 곳이기에 다들 꺼려했다 행정직들 사.

이에는 보통 좌천되는 자리로 인식됐다 시간이나 보내고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이 다반사였다 도서관으로 보건대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좌천되어 도. .

서관에 가게 된 경우다 처음 두 달 동안 허송세월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게. .

아니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서관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 .

이 들면서 이런 후진 기관일수록 뭔가를 제대로 하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 미쳤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예산이 전혀 없었다 도서관 스스로 일하지 않. .

으면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기에 우선 도서관이 먼저 변화를 해보자

는 뜻에서 일을 진행했다 제일 처음 해본 것이 관외대출사업이다 그 당시 도서관. .

에서는 관외대출이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주 다섯 권 절차 없이 간단2

하게 빌려주는 일을 시작했다 누구나 손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외대.

출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도서관개혁을 시작했다.44)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서관에 오게된 비전문직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서관계의 숙원이었던 개가제 관외대출 이동도서관 사업을 본격 실시하여 잠, , '
든 서고를 깨우고 아사 직전의 도서에 숨을 불어넣어'45) 도서관서비스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 대한도서관연구회 엄대섭회장이 전국 공공도서관을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하여 이 도서관도 간송도서관문화상을 수상하였다.

44) 이선직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 과의 면담( ) , 2000. 7. 19.
수원관광호텔 커피숍10:00-12:00, .

45) 우리 도서관의 소개 거화봉 수원도립도서관보 창간호" ", ( ), , 198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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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이종 이선직이라는 관장의 운동성에 근거하여 당시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단위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여 도서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내는 개혁적인 작업이 수행되었고 이는 결국 단위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의

힘 사람의 힘이 도서관개혁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

민간도서관 운동4)
이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한 축으로 등장한 민간도서관 운동 영역을 살펴보

도록 하자 이 운동의 출현 배경은 당시 우리 사회민주화운동의 고양과 깊은 관.
련을 가진다 년 후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중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80 ,
이후 운동과정에서 축적된 대중운동의 역량을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
역 곳곳에서 일어난다 노동공간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단위에서 지역주민을 조직화하려는 노력들이 바로 그 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
기에서 도서관은 바로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조직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상정된다 이리하여 책을 통한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민간도서관.
이 지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대다수 민중들이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도서관적 토대를 만들어 간 것이다.

년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도서원 서울지역의 지역주민도서87 ,
실 마산 대구 지역의 도서실이 바로 이러한 예들이다, , .46) 주로 이들은 도서관이
민중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공

간으로 노동자의 의식화와 조직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민중운동,
적 혹은 지역주민운동적 입장에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다.

년대 들어 이들 민중운동적 성격의 민간도서관 운동은 점점 쇠퇴하고 문고90
운동이란 민간도서관 운동이 새롭게 등장한다 지자제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지역주민 스스로가 혹은 민선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문고를 세우는 운동을 벌여낸다 이는 작은도서.
관협의회라는 전국적 조직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문고형태

의 작은도서관을 세워내려는 자발적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46) 당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도서관은 도서원 도서실 주민도서실 등의 다양한, ,
명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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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에 걸쳐 자생적으로 나타난 민간도서관 운80 90
동을 지역주민도서실 운동과 이후 나타난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구분

하여 이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주민도서실 운동(1)
지역주민도서실 운동은 노동운동 문화운동 지역주민운동 등의 사회운동적 성, ,
격을 띤다 지역주민도서실은 대개 인근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책을 매개로 회.
원제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공간을 형성한다 이것은 야학에서 출발.
하여 도서원으로 발전하거나 노동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노동도서원 형태와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도서실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된다.47)
먼저 노동도서원은 부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기원은 양서협동조합이다 이는.
양서를 조직적으로 권하는 모임으로 도서원현상의 출발점이 된다 양서협동조' ' .
합은 소모임적 시국 토론을 해오던 청년 및 진보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78
년에 건립된 것으로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되는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각종

취미활동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 독서하고 토론하는 조직적 모임이다 이들은.
회원들의 독서활동 뿐 아니라 주민독서운동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

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48) 이후 양서협동조합은 도서

원이란 형태로 부산에서 발전하게 되고 서울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노동도서원은 회원의 대다수가 노동자이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서 노

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다 책을 매개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
고 조직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모임활동을 통해 회원인 노동자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였다 노동도서원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부산지역의 경우 아롬도.

47) 김영기는 도서원의 활동 성격에 따라 노동도서원과 교양도서원으로 구분하였다 노동자.
를 대상으로 노동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을 노동도서원 그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운동적 성격을 띠는 것을 교양도서원으로 나누고 있다 김영기 도서원현상을 통해. ( ,「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 , 1993)」

48) 위의 글 쪽,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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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49) 햇살도서원, 50) 일꾼도서원, 51) 들불도서원, 52) 늘푸른도서원, 53) 일사랑도서,
원54) 광장도서원, 55) 한돌도서원, 56) 삶터도서원, 57) 움터도서원, 58) 등이 존재했으
며 이들 도서원들은 도서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연대하였다59) 서울 경기 지역은

한벗독서회60) 이웃사랑도서원, 61) 반달도서원, 62) 한마음도서대여실, 63)등이 존재하
였다.64)이들 노동도서원은 대부분 부산의 경우 신평 장림 금사 사상 양산 등, , , ,
의 서울은 구로지역 등의 공단지역을 거점으로 만들어졌고 노동자들의 의식화,
및 조직화를 위한 합법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민도서실은 노동운동의 지원형태를,
띤 노동도서원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거점

으로 도서실을 마련하여 책을 통한 공유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

개한 것이 주를 이룬다 부산지역에서 생성된 이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기러기문.

49) 년 월 설립 년 민주화운동의 의해 확보된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책을 매개로1987 7 , 1987
하는 시민사업을 전개하였다.

50) 년 월 일 설립된 곳으로 사상 감전동 지역노동자의 독서문화공간이자 노동운동1988 4 1 ,
지원공간으로 존재하였다.

51) 년 월 탄생하였으며 가야 개금 지역노동자의 독서공간이자 노동운동지원 공간이1989 9 ,
었다.

52) 년 월 일 문을 열었으며 덕포지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1989 4 8 .
53) 년 월 일 탄생한 것으로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한 도서원이다1989 9 3 , .
54) 년 월 일 문을 열었으며 동래 금사동 지역 노동자들 대상으로 활동했다1989 10 14 , .
55) 년 월 일 열었으며 신평장림지역 노동자가 주 대상이었다1990 1 21 .
56) 년 월 일 탄생하였고 신평장림지역 노동자가 주 대상이다1990 2 10 .
57) 년 월 문을 연 곳으로 영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했다1990 7 .
58) 년 월 일날 문을 열었으며 주 대상은 양산지역 노동자였다1990 10 29 .
59) 이상은 김영기 앞의 글 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12-17 .
60) 년 월 지역야학에 몸담았던 설립자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문을 연 도서실이다1988 8 , .
61) 년 월 지역 내 다산야학 교사들과 졸업생들이 문화의 불모지인 거여동 마천동에1990 10 ,
설립한 도서실이다.

62) 년 월 구로지역운동가 몇 명이 재정을 마련해 문을 연 도서실이다 구로지역노동1990 5 .
자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63) 년 월 성수동에 설립된 도서실이다 주민에게 양서보급 건강한 지역문화공동체의1989 6 . ,
형성과 지역주민권리 확보운동을 전개하였다.

64) 이상의 내용은 이용훈 지역주민도서실 운동론 난곡주민도서실 년사, " ", 5 , 1994,『 』

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함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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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65)원 책과 이웃, 66) 여래사 청십자 등이 존재했으며 마산창원지역의 경우 책, ,
사랑67)이 존재한다 서울경기지역은 새빛글방주민도서실. 68) 두레방, 69) 역마루주,
민도서실70) 책읽는마을, 71) 책사랑, 72) 새빛주민도서실, 73) 그루터기주민도서방, 74),
푸른소나무 무료도서대여점75) 난곡주민도서실, 76)이 있다 이들 도서실은 서울지.
역의 경우 거여동 마천동 면목동 난곡 신림 동 구로지역 영동포지역 등 주, , , , 10 , ,
로 빈민지역이나 문화소외지역에 많이 설립되었다 이외 대구지역에서도 새벗도.
서관 년 월 설립 새벗청소년도서실 년 월 설립 등의 지역 민간도서(1989 7 ), (1990 7 )
관이 건립되기도 한다.77)
소규모 주민도서실은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책문화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수밖·
에 없었던 주민들 혹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달동네나 시장어귀 주택가나 공장,
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분포하면서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

개함으로써 주민들 노동자들의 호응 속에 소리 없이 확산되었다 대체로 년, . 87
이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화열기에 힘입어 노동운동 차원에서 혹

은 지역운동 차원에서 제도권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갈

망과 대안으로서 민간도서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발적 민간도서.
관 운동은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자 하

65) 년 월 설립된 것으로 시민독서운동의 공간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1984 6
하였다.

66) 년 부산 중앙동에 설립되었다1988 .
67) 년 월 창립된 책사랑은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주요공간1988 6
으로 존재하였다.

68) 년 월 아현동 천주교 신앙청년모임에서 시작한 도서실이다 도시빈민지역의 문화1992 4 .
운동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69) 년 월 구로 동에 문을 연 주민도서실이다1990 3 4 .
70) 년 월 영등포 겨레사랑 주민회에서 시작한 도서실로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활1989 9
동하였다.

71) 년 월에 문을 연 북부겨레사랑주민회 소속 도서실이다1991 5 .
72) 년 서울 서부시민연합에서 만든 도서실로 지역주민 조직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1990 ,
된다.

73) 년 동대문구 장안 동 일하는 주민회에서 만든 도서실로 지역문화운동 일환으로1990 2 ' '
활동하였다.

74) 년 월 중부지역 민주청년회 부설기관으로 시작한 도서방이다 도서대여를 통해 지1990 4 .
역주민과의 만남의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전개하였다.

75) 년 월 대통령 선거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했던 뜻있는 사람들이 문을 연 면목1988 4
동 소재 도서실이다.

76) 다른 도서실과는 다르게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년 월 난곡 신1989 10 (
림 동 에 문을 연 주민도서실이다7 ) .

77) 대구지역 민간도서관협의회 민간도서관의 역사의 현황 발전과정 년 중후반을 중, " , -1980
심으로 도서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운동워크샵자료집", ( ), 2000.『 』

쪽5. 13-14,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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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각 도서실마다 고립 분산적으로 활동하였고 취약한 물적 인적 조건으로,
인해 지역도서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멸해가고 만다.
그 원인을 지역주민도서실 운동의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이 운.
동은 도서관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했다 노동도서원 지역주민도서실은 노. ,
동자 및 지역주민을 조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도서관은 사람을 조직하는 하나,
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 및 지역주민 조.
직운동 사업의 정체와 맞물려 이들 도서관사업 또한 점점 힘들게 되고 도서관운

동으로서의 가능성은 소멸해버리고 만다 즉 도서관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것이 지역주민도서실 운동 실패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소외된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적 혜택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자생적 몸부림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도서관운동

의 중요한 줄기로 평가될 수 있다.
도서원 혹은 주민도서실의 형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민간차원의 운동.
으로 년대 중반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90 .
지역공간에서 스스로 도서관을 만들어나가는 민간도서관 운동은 문고운동 작은,
도서관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

작은도서관 운동(2)
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도 우리 사회는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90

도서관의 혜택이 지역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

는 움직임들이 일어났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설치 운영되어 공"
공도서관의 기본기능인 독서 및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소규모 사설도서관"78)으
로 존재한다 문고설치운동은 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의 문고. 1994 「 」

설치 권장과 때를 같이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공간은 아.
파트단지 내 교회 안 마을회관 복지회관 병원 군부대 파출소 노인정 등 아, , , , , , ,
파트 밀집 지역이나 저개발지역 산간벽지와 같은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78) 이용남 작은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발표자료집, " ", , 1994. 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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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제도권내의 종로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운동의 메카 역할을 수행하였

다 종로도서관은 년 인구밀집지역인 성산시영아파트에 성산문고를 개설 운. 1987 ,
영한 경험을 토대로 년 월에는 반포지역 주민들의 문고 개설요구에 부응하1992 4
여 한신아파트지역에 한신문고를 개설하였고 년 월에는 신림동의 가정집, 1993 10
에 세를 내어 복음자리도서실을 개설하는 등 작은도서관 건립활동을 왕성하게

벌여냈다 또한 년에 걸쳐 법무부산하 보호관찰소에 청소년을 위한 문고를. 92, 3
설치하는 등 작은도서관 설립과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종로도서관의.
뒤를 이어 구로도서관 성남도서관 안양도서관 인천서구도서관 등에서도 문고, , ,
를 건립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년 월에는 문고형태의 도서실 연합모임으로 작은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1994 3
고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경기 인천 등. ,
각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요청이 쇄도

하여 이를 설립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제도권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한 작은도서관 운동이었지만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 결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재 작은도서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작은도서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안산

예을교회 전지성 목사는 이 운동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는 민간인들은 책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보자는 의도에서 도서관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

재 운영의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

기 돈 털어 책 사는 경우가 다반사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자립적 재.

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 , 3

개 단체가 발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인식이 부족하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원,

을 요청하면 많이 꺼려하는 상황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일거리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과 제대로 된 연계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연계를.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지원에 인색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또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재정과 인력의 측면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기에 공공도서관과 제대로 된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도서관과의 협조만 이루어진다 해도 이 운동의 반은 성공한 것이.

다.79)

79) 전지성 작은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서울 코엑스내 음, 2000. 10. 26. 19:00-21:00,
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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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로 가정하고 출발하였으나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서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작은도서

관 운동은 공공도서관과는 별개로 진행되었고 공공도서관과의 협조체계도 원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
서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도서

관 부족현상을 메워 줌으로써 주민의 도서관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데서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설립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작은도서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도

서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다 결국 공립도서관의 부실과.
기능의 미약이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도서관운동인 작은도서관 운동의 출현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기에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공

도서관 부족현상을 타개함과 동시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소 내지 위

탁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민간에 의해.
일어난 자발적 도서관운동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결론 정리와 평가5. :

전체 운동의 흐름과 의미1)
년대 압축적 경제성장과 사회민주화 운동의 발전 속에서 도서관운동은8, 90

이 시기 보다 증폭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의 물적 정신적 발전에 걸맞게 도서.
관이 우리 사회 지식자원의 대중적 접근지이며 정신적 성숙을 보장하는 사회 거

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사회발전적 측면에서 당연

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 공공도서관의 존재양식은 사회 인식의 측면에서 공부방.
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 모습에 머물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
적 상황은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도서관적 토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불러일으

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년대는 근대적 도서관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 광범위. 8, 90
하게 일어나야 하는 필연적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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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온 도서관제도의 개혁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6, 70
은 년대 우리 사회의 변동과 발전과정 속에서 더 간절하게 치달아 구체적8, 90
이며 광범위한 행위로 표출된다 이러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은 실제 도서.
관 제도를 개선하고 도서관을 개혁하는 성과로 가시화된다 즉 년대에 지속. 6, 70
적으로 갈망했던 염원들이 년대에 일정 정도 실현되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8, 90
운동 또한 질적 상승을 이루게 된다.

년대 도서관인들에 의해 진행된 운동은 우선 도서관 내부적인 측면에서8, 90
살펴볼 수 있다 도서관 내부적으로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내어오는 운동을 전.
개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다양한 운동이 시도되었

다 이는 도서관 내부 운영방식의 변화를 주도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공공도. ,
서관이 가지는 공익성을 뿌리내리게 한 입관료 폐지운동 도서관법의 개선을 위,
한 운동 도서관소속부처의 이관이라는 행정개선운동으로 집약된다 개가 및 관, .
외대출운동 입관료 폐지운동을 통해 도서관운영의 근대화와 도서관서비스의 공,
공성을 보장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 및 소속부처 이관운동으로 법과 제도의 개,
선 행정의 합리화를 실현하였다 년대에 줄기차게 반복되었던 도서관운영, . 6, 70
의 근대화와 법적 제도적 개선에의 염원들이 년대에 이르게 되면 구체적이며80
실질적 운동에 의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내적인 토대의 개선은 년대 초중반의 경우 대한도80
서관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이뤄냈고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에 이르기까, 80 90
지는 전국사서협회가 공공도서관 운동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대한도서.
관연구회는 년대 당시 제도권 내의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80
이동도서관 운동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입관료폐지운동 등 구체적이며 실천적, ,
인 운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현장의 근대화를 실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

여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존재한다 한편 문화부 이관 과정에서.
탄생한 전국사서협회는 현장 사서들의 운동 조직으로서 도서관 소속청의 문화부

이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혁의 과정에서 조직,
적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국사서협회운동은 현장사서가.
도서관 현장의 개혁과 자신의 직업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운동의 주체로 나서

는 전문사서직 운동을 시도하였고 그것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와 같이 대한.
도서관연구회와 전국사서협회는 도서관계 전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개별단위도서관에서도 자체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개별단위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립중

앙도서관역삼분관 수원도서관과 울진도서관의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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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전근대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가운

데서도 이들 단위도서관에서는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도서관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존재의미를 부여하는데 선도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 한편으로 민간영역에

서의 자생적 도서관운동이 전개되었다 공립공공도서관의 부실은 민간도서관 운.
동의 출현을 초래하였는데 년대에 이어 이 시기에도 민간도서관 운동이 사6, 70
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나. 80
타난 도서원운동 주민도서실 운동이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까지의 민간, 80 90
도서관 운동의 주요한 축을 형성한다 년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87
노동자도서원 서울지역의 주민도서실 마산 대구 지역의 도서실이 바로 이에, , ,
해당한다 이들은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노동자의 의식화와 조직. ,
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운동적 입장에서 도서관운동을 전

개하였다 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작은도서관이라는 문고운동이 민간도서관 운. 90
동으로 전개된다 이들 민간도서관 운동은 제도권 내의 공립공공도서관의 부실.
함에서 비롯되었지만 년대 마을문고운동에 이어 생성된 민간차원의 자발적6, 70
운동이었다.
이처럼 년대 초반부터 년 중반에 걸쳐 일어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법과80 90
제도의 개선운동에서부터 민간도서관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의 전체적 흐름을 인지하고 다음에서 이 시기.
에 일어난 운동을 통해 발견되는 의미와 특징은 무엇이고 이후 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운동의 특징과 성격2)
운동의 성과 가시화(1)
년대부터 년 초반에 걸쳐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서 도서80 90

관운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도서관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시도가 계속 이어졌으나 도서관운동이 사회적 이

슈가 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결국 도서관에 대.
한 사회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서관계 및 도서관관련 진보적 인사들에 의해

운동이 고립적으로 전개되어 그 성과 또한 미약하였다 년대에 주력한 제도. 6, 70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성과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당시 도서관인들

이 도서관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결국 제도개선을 더 이.
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년대 초반부터는 도서관 내부80
운영의 근대화운동에 주력한다 즉 입관료폐지운동 개가제운동 관외대출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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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 운동을 통해 도서관 현장이 조금씩 근대화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

다 이러한 운동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년대에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염원들. 6, 70
이 년대 후반에 들어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소속부처의 이전 등 제도 개80 ,
선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기는 년대 초 대한도서관연구회. 80 , 90
년대 전국사서협회의 출현으로 운동이 맹위를 떨치는 시기로서 도서관운동의 성

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운동의 시도(2)
또 하나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운

동단체나 조직을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해갔다는 점이

다 년대 초중반에는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운동의 중요 거점이 되어 도서관운. 80
영의 근대화를 시도하였고 년대부터는 사서들의 전국적 조직으로 전국사서협, 90
회가 공공도서관 운동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년대가 선도적인. 6, 70
개별 운동 지도자 중심의 분산적이고 고립적 운동을 전개하여 운동의 역량을 축

적하고 확대해 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면 년대에 이르면 전국사서협회란, 90
조직을 통해 도서관현장 사서들에 의한 조직적 운동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전 시기와는 차이가 난다 물론 전국사서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서직운동은.
개개의 현장사서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이들 사서간의 연대를 통해 도서관계

가 산적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운동단체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

만 현장사서에 의한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최초로 시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단계 운동 및 상황중심적인 운동 전개(3)
한편 이 시기 운동은 년대 초중반에 진행된 운동과 년대 후반부터 년, 80 80 90
대 초반까지 진행된 운동이 그 시기별로 성격과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년대 초중반의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가 및 관외대출 입관80 ,

료폐지 이동도서관 등의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운동은 당시,
도서관의 현단계와 상황에 맞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운동이었다는 평가

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으로 이어진 도서관운동은 상황 중심80 90 '
적인 운동'80)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이 시기 운동은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

80) 김영기 도서관정보화의 전제 장서재구성 도서관 운동 호 쪽, " - ", , 19 (2000. 6),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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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 도서관법 제.
정이나 도서관소속 부처 이관 등의 도서관법 및 제도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전국사서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등 당시의 도서관계 운동세력들은 그러한 이,
슈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고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 ,
을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전체 도서관계나 단위도서관현장에서.
의 일상화된 지속적인 운동을 내어오질 못했다 이와 같은 이슈중심적인 운동' ' . ,
상황중심적인 운동의 치중은 전체 도서관계의 변화를 위한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내는 데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사서직운동의 모색(4)
마지막으로 이 시기 운동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문사서직운동의 가

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서관계에는 사서직은 우리 사회 지식자원. '
의 원활한 공급과 접근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자신이 처한 도서관 현장

의 개혁과 자신의 직업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체로 나섬과 동시에 올바른

도서관문화의 정착과 보급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을 거점으로 전문직운동.
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점은 이 시기 운동의 주요한 특성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년대부터 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현장사서80 90
에 의한 조직적인 도서관운동으로서 전문사서직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도서관 운영의 근대화와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쟁취함으로써

도서관운동이 확대되고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아쉬움이 남는다.

한계3)
도서관운동간의 연계 부족(1)

우선 이 시기 운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운동간에 유,
기적 결합이 안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권내의 공립공공도서관 영역에서 전.
개된 운동은 도서관의 법 제도 행정의 개선이나 도서관 서비스개혁과 운영의, ,
근대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된다 년대의 마을문고운동의 잔재인 새마을문. 6, 70
고 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도서원 및 주민도서실 이후 나, 80 ,
타난 작은도서관 등의 민간도서관영역은 공립도서관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발전

하였다 도서관의 수적 부족과 기능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민간의 자발적 운동.
인 민간도서관 운동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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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는 양상을 띄었다.
도서관계에서는 전체 도서관운동이란 관점에서 이들 민간차원의 운동과 공립

도서관의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내의 도서관의 부족과 부실이 민간도서관 운동을 야기했.
다는 측면에서 도서관계에서도 이들 민간영역에 책임을 가지고 연계나 결합을

시도했어야 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든 민간단체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 시.
도된 도서관만들기 운동에 도서관전문직들이 참여하여 연대하고 나아가 이들,
민간도서관이 공립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결.
국 민간차원에서 발생한 운동과 공립공공도서관 운동간에 연계고리를 만들고 전

체 도서관운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공적 영역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운동인자의 부족(2)
운동인자의 측면에서도 평가해볼 수 있다 년대 도서관운동과정에서 가장. 6, 70
큰 문제가 바로 도서관현장을 개척할 운동인자의 부족이었다 극소수의 진보적.
인 운동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고 도서관현장 일선에서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개혁할 운동인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년대 초반도 년대와. 80 6, 70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들의 공공도서관 현장.
으로의 유입은 이 시기에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도서관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급하여 현장 사서들 스스로도 의기소침하는 분위기였고 도서,
관현장이 부실하다 보니 유능한 사서들의 현장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결과적으

로 운동역량의 축적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학계에서 현장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여 교육을 통한 운동인자의 생

산과 공급을 소홀히 하였다는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결국 현장운.
동은 현장만의 고립적인 운동으로 진행되어 현장운동인자들의 학계에 대한 불만

은 고조된다 이 시기 현장운동을 주도해 나간 엄대섭의 다음의 편지글에서 당.
시 학계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방기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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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공공도서관 강의를 포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울의

명문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우리 학과에는 낙후된 공공도서관에 취직 희망자가 없기

에 공공 관련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서관

학과의 풍토입니다.8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은 현장에 대한 적실한 이론적 뒷받침과

실천적 참여를 더없이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은 학자들의 연구' ' '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교육내용에서조차도 홀대받았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
문헌정보학자들의 학문 행태와 관련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도서관적 토양을 외면하고 서양의 선진적 이론과 도

서관현장을 소개하고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현장은 전근대적 나락으

로 끝없이 침잠하고 강단은 최첨단의 화려한 언어들로 장식되어 현장과 학계간

의 괴리는 깊어만 갔다 급기야는 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인력공급이란 책임마저.
도 방기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학계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무관심과 방기 속에서도 년대로 접어들면90
현장으로 유입되는 젊은 인력들이 하나둘 축적되었고 특히 이들 젊은 인력들은

년대 후반의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도서관근대화와 개혁에의 열망을 강하게80
표출한다 이들 젊은 사서들은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을 중심으로 도서관운동의.
전면에 나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게.
되자 전사협을 통해 형성되었던 운동주체들의 역량도 지지부진해진다 현장개혁.
의 열쇠가 바로 일선 도서관현장의 사서들에게 있었음에도 사서들의 개혁적 몸

부림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사서들은 오히려 현장의 모든 어려운 원인을. "
무조건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기성찰적 노력에 인색 하였으며 또한 도서" , "
관현장의 여건이 어렵고 전망이 어두우니 어차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거나

도서관문화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총체적 사회문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체념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82) 이 시기 공공도
서관현장은 사서들의 열정과 패기를 요구하였고 사서들의 운동 분출을 더없이

필요로 하였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끌어내고 모아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

던 것이다.
결국 단위도서관 현장개혁과 전체 도서관계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사서직을

운동주체로 전면에 나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그 열쇠를 찾는 일

81)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에게 보낸 엄대섭선생의 서신" " 1985. 8. 15.
82)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 회 도서관대회기조연설 도서관문화 권, " ( 34 )", , 37《 》

호 쪽6 , (1996, 11·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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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도서관현장을 개척할 운동.
인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도서관운동의 확대를 내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계와 현장 양쪽 부.
분에서 운동인자 재생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

다.

운동의 축적과 승계 미흡(3)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의 축적과 승계와 관련해서이다 년대' ' . 80
초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전개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입관료폐지,
운동 이동도서관 운동은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이후 전 도서관계,
에 확산되는 분명한 성과를 올렸다 지금은 공공도서관이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 기능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년대 초중반 지속적으로 벌여낸 선배사서들80
의 운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 단위도서관에서 진행된.
개혁운동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당대의 개혁과 실천적 노력이 단위 도서관내에

서의 일회적 성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의식있는 인자에 의.
해 추진된 개혁적 성과는 그 당대의 산물로만 남고 사람이 바뀌면 그 성과가 반

감되어지는 측면이 많았다 물론 그 잔재는 남아 있지만 운동의 성과를 받아 안.
아 지속적으로 단위도서관내에서 심화 발전시켜내고 다른 도서관으로 확대되어

져야 하는데 몇몇 개혁적 사서들에 의한 한때의 성과로만 남아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개혁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서의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람은 늘 바뀐다 따라서. .
단위도서관서비스에서 개혁을 축적하고 그것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개혁적 서비

스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관련운동과의 연대 미흡(4)
한국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부방화는 한국교육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입시와 암. .
기 위주의 교육 교사의 입과 칠판과 백묵 단일의 교과서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 ,
활동 속에서는 책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학습을 마련하는 도서관 활동이 위

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구조 속에서 도서관은 오로지 학생들의 성공적.
입시를 위한 공부방으로 전락할 뿐이다 입시를 위한 전형적 주입식 교육이 강.
도 높게 추진되는 당시의 교육환경은 입시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요구하였고 결국 공공도서관은 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결.
국 공공도서관의 교육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의 회복은 교육방법 및 교육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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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공공도서관 운동은 학교도서관 운동,
교육개혁운동과 연대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도적 개선에 주력(5)
한편 전체 도서관운동의 비중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에 너무 집중되었다는 점,
도 이 시기 운동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근대 도서관의 역사가 짧.
고 내용이 빈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다 우리나라 도서관인들도 도서관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효율적인 도서관제도.
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직후 도서관법의 제정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이후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사력을 다했다 년대 후반, . 80
부터 년대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에도 도서관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서관인90
들은 많은 에너지를 투여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입안되어도 제정된.
법과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도서관계는 그 동안 도서관법이라는 신화에 너무 매달렸지 않나 하는 반성

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풀 수 있으리라 믿었다 법이란 제. .

도는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책결정권자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

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장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족한 수준이더라도 법에 명시된 시설 장서 직원기. , ,

준의 적용문제나 도서관기금의 문제 또는 사서직관장배치 년간 유예기간 동안의5

행정노력 등을 곰곰이 살펴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83)

결국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과 아울러 이후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제대

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압박해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부진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더불어 법적 제도적 개선운동에의 치중은 상대적으로 도서관현장 일선.
의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적 운동을 소홀하게 하였다 도서관이.
열악한 이유를 제도적 문제로 치부한 나머지 제도적 개선과 외부적 환경의 변화

만을 기대하고 사서직 스스로 도서관 내부적 개혁과 변화를 위한 일상적 운동을

엮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83) 위의 글 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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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결합된 운동의 부재(6)
마지막으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도서관계의 고립적 운동에 그쳤다는 측면에

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는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
람들로 인해 발생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 ,
들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은 도서관운동의 명분을 세우는 것임과 동시에

운동의 세력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방안이 된다 누구를 위한.
도서관운동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운동은 분명 사서라는 직업군의 권익

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도서관계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도서관문화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려

는 일련의 운동들은 결국 그것의 혜택을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에게 돌리기 위함

이다 바로 시민의 정보접근과 문화적 혜택을 도서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운동의 궁극적 목적이기에 도서관혜택의 수요자인 시민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부분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도서관운동에서 중점.
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역동성 도서관과 시민간의,
역동성이다.
이 문제는 시민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문제와 상당한 관련을 가진다 시민.
이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는 경우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역동성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의 도서관운동이란 도서관계만의 운동이 되어.
버린다 결국 도서관운동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
서관의 주인이 될 이용자에게 도서관이란 존재와 그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용자 스스로 도서관문화를 올바로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이용자운동

이 도서관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 문화향수권과. "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는 운동"84)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운동이 일어났으나 이것이 시민에 의한

조직적 도서관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제도권내의 공공도서관 운

동과 관련을 맺지 못함으로써 미약해져버리거나 급기야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

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조직하고 이들 조.
직된 이용자들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84) 조왕근 사서직운동의 현재 도서관 운동세미나자료집 전국사서협회경인지역분회, " ", ( ),「 」

연세대학교 인문관1994.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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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서점검의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장서점검 방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장서점검의 사후처리 문제로서,
제기되는 장서폐기에 관한 내용을 각 대학도서관의 규정집을 토대로 분석하였

다 또한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장서점검 사례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장서점.
검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도입 현황을 살피고 장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언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서 대학도서관에서의 더 효율적ID
인 장서점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 정보운영과장

2)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 정보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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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대학도서관은 인재양성과 창조적인 학문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학의 핵심 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자원과 첨단정보·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정보기술의 도입은 대출 목록 수서 장서관리 등 대학도서관, , ,
의 전반적인 업무를 자동화 시켜주어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 해야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많은 업무중에서도 장서점검은 자료의 대량화로 인한 실시의 어

려움 대출 열람상의 문제 그리고 장서점검 결과의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기피, · ,
되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장서점검을 수행하게 되면 분실도서의.
파악 잘못 배가된 도서 파악 목록 오류 정정 등 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며, , ,
이외에도 그동안의 장서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서개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장서점검은 비교적 소량의 장서를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수작업으,
로 일일이 서가목록과 장서를 일일이 대조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터블 바코드 스캐너나 노트북 등과 같은 전산 장비를 이용하

므로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장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통계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정보서비스에 반영,
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장서점검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년 월에 실시한 세종, 2000 11
대학교 학술정보원 장서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전산화를 이용한 장서점검의 방법

을 기술하며 통계 분석처리한 장서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사후처리 방안을 모, ·
색하며 제언으로서 최근 차세대 장서관리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서점검에 대한 이론적 고찰2.

장서점검의 필요성2.1
장서점검 이란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각 도서관에서 정기( ) "藏書點檢

적으로 소장자료를 도서대장 원부 또는 서가목록과 대조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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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 이라고 나와있으며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 장서점검은 장서관" .
리를 위한 하나의 업무로서 개관하면서 실시하는 경우와 일정기관 휴관하여 실

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서점검은 이용자의 소장자료에의 요구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점검 외에 파손자료의 보수와 장비정비 등은 어.
느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이 작업 때문에 대출 중의 도서를 회수.
하여 대여관계의 정리까지도 겸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해서, ,
대출도서의 회수는 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점검에는 통상 서가목록을 사용하.
지만 자료가 증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여러 가지 방법도 개발되고 있, ,
다 예를 들면 재가도서 를 전부 컴퓨터에 바코드와 에 의해 입력. , ( ) OCR在架圖書

하고 이것을 대출기록 파일과 조합시켜 코드번호순의 일람표를 작성 소재불명,
도서를 발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장서점검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장서목록과 장서를 대조해서 장서의,
소재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관리상태를 명확,
하게 하고 서비스상 필요한 장서갱신 장서구성의 기준유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
를 제공하는데 있다.
장서점검의 실질적인 효과로는 보관책임의 명확성 소재불명 자료의 파악 서, ,
가에서 잘못된 자료의 발견 시정 오기된 청구기호의 발견 정정 잘못 분류된 자· , · ,
료의 발견 시정 오손자료의 발견 제본 열람목록의 제거 제적 자료의 선정 라· , · , , ,
벨의 교체 자료의 먼지제거 서고 서가의 청소 재배가의 결정 시행 등을 들 수, , · , ·
있다.

선행연구의 개관2.2
전산화를 이용한 장서점검에 관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장서점검 결과중 분실과 관련된 부분은 외부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

문에 이에 관한 선행연구나 통계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도서등록원부와 기본카드를 바탕으로 실시한 장서점검은 년 월 국1976 9
회도서관보에 실린 정병완의 장서점검의 방법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장서점" " ,
검의 절차를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최근 장서점검 사례로는 황남구의 사례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 장서점검 기" "
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년에 이루어진 포항공대의 장서점검 사. 1998
례를 토대로 장서점검의 절차 실시방법 그리고 통계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있, ,
다.
또한 장서점검 결과 사후처리 문제로서 제기되는 장서제적 및 폐기와 관련한

최근 연구로는 년 월에 발표된 이은철의 장서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20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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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를 들 수 있는데 장서폐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장서폐기 방안에 대한" ,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밝힌 장서폐기의 당위성은 이용의 증가. ,
이용자 만족도의 제고 그리고 도서관 직원의 시간절약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서관 장서의 폐기는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서의 효용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도서, ,
관 장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또한 최근의 컴퓨.
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서관 장서의 폐기에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구축되어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제적 및 폐기 기준2.3
각 대학들의 도서관 운영 규정 중 장서제적 및 폐기 대상 기준을 명시하는 항

목에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파손으로 보수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장기대출 도서 중 회수불가능한 자료 장서점검 결과 회나 회 이상 소재불명, 2 3
인 자료 자료 가치가 없어져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그리고 합책, , ,
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 자료 등이다 그러나 장서제적 및 폐기 범위와 관련해.
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0.3%

로 편차가 컸다 그 이유는 각 대학도서관별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3% .∼

각된다 즉 특정주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포항공대나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의 경우 폐기율이 로 무척 낮았으며 일반 종합대학의 경우는 그보다0.3%, 0.5% ,
더 높았다.

표 장서제적 및 폐기 기준과 범위< 1>

대 학 명 제적 및 폐기대상 기준
제적 및

폐기의 범 위

고려대학교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교직원 대출에 있어 차수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년이3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학생 대출에 있어 차수자의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으로 인하여,
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3

-파손으로 인하여 자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요하는 자료
-검서결과 계속 년 이상 소재 불명된 자료3
-현저히 자료가치가 없어져 도서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료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

관련규정 없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

령

-이용가치의 상실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전체장서의

분의 이내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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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명 제적 및 폐기대상 기준
제적 및

폐기의 범 위

동국대학교

-대출자격을 상실한 교직원과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년이5
지나도록 회수 불가능할 때

-훼손 오손 등으로 열람에 제공할 수 없을 때,
-장서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관상 필요에 의하여 분책 또는 합책해야할 때
-장서점검 결과 회이상 또는 년이상 소재가 불명일 때3 5
-대출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도서

관련규정 없음

배재대학교

-대출로 인해 오손되어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
-연구에 제공할 가치나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자료
-이용자의 분실로 인한 것 중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손망실 자료

연간자료별

총수의 1%
이내

포항공대

-천재지변 훼손 및 기타 정보가치 저락으로 판단된 자료는,
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산 관리규정에 의거

폐기한다.
전체 장서량의

0.3%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 또는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자료
-시사 및 참신성이 없고 이용가치가 없어 대체하여야 할 자료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열람한 자료
-대출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처리된 자료
-대출자의 사망 퇴학 퇴직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년이 경과, , 3
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도서의 정기점검 결과 회 이상 소재불명인 자료3

총자료수의

이내0.5%

한양대학교

-파손이 극심하거나 연구에 제공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연간 소장자료의 이내에서 망실이2.5%
인정되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연간

소장자료의

이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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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를 이용한 장서점검 사례3.

장서점검 업무추진 개요3.1.
일 정3.1.1

세종대학교는 년 학내소요사태로 인한 장서의 분실 및 파손 년 수해1987 , 1998
로 인한 도서의 침수 등 장서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동안 계획적,
인 장서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게다가 년 월 지하 층 지상 층의. 2000 7 2 , 10
신축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 층 건물에서 신축 건물로 장서 이전작업을 실5
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 층 건물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월말부. 5 7
터 월초까지의 기간을 이용해 장서점검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장10 .
서점검의 목적은 그동안의 장서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서지 와 장서의 재정, DB
비를 시행하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장서관리 정책과 이용자 서비스 방안을 모,
색하고자함에 있었다.
이번 장서점검은 학술정보원 건물 이전 작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작업과 전산화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다 장, .
서점검 전 과정을 사전준비작업단계 장서점검단계 사후처리단계로 나누어 살펴, ,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는 사전준비작업단계로서 이전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년, 1 1999 12
월말부터 월말까지 층별 열람담당직원과 근로학생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장서점6
검을 위해 바코드 라벨 부착 작업을 하였다.
단계는 본격적인 장서점검단계로서 차 신관 이전작업이 끝난 시점인 년2 1 2000
월말부터 월말까지 층별로 바코드 스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보존서고 소장7 10 ,
도서 여권과 폐기대상도서 여권은 정보처리과 직원과 근로학생들의40,000 13,000
지원을 얻어 등록번호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였다 또한 바코드 스캔 작업 중에.
바코드오류 도서 미등록도서 대출도서 폐기도서 미인계도서 확인 작업 등도, , , ,
함께 실시되었다 바코드 스캔한 등록번호와 직접 수작업으로 입력한 등록번호.
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었으며 전산담당자와 정보운영과 직원 명이 중심이, 1
되어 장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 분석 처리하였다Vintage LAS · .
마지막 단계는 사후처리단계로서 월말부터 장서점검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3 10
고서를 작성하고 목록담당자를 중심으로 바코드 라벨 수정 분실도서 목록삭제, ,
이중등록 도서 목록재정리 장서통계 수정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
장서점검 세부추진일정은 표 과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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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서점검 세부추진일정< 2>

구 분 추진업무명 2000.4. 2000.5. 2000.6. 2000.7 2000.8. 2000.9. 2000.10. 2000.11.

사전준비작업
대출도서 반납

바코드 라벨 부착

장서점검

바코드 스캔

등록번호 입력

바코드오류 수정

미등록도서 확인

대출도서 확인

미인계도서 확인

전산 및 통계처리

사후처리

목록오류 수정

목록 재정리

배가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 결재

분실도서 목록삭제

장서통계 수정

소요예산 및 인원3.1.2
장서점검에 투입된 예산의 내용은 포터블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바코드 라벨,
용지 라벨 키퍼와 같은 소모품 구입비 근로학생의 근로비 등이 대부분으로서, ,
약 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투입된 인원 현황은 표 과 같다140 , < 2> .

표 장서점검 투입인원< 3>

작 업 내 용 기 간 연 인 원 건 수

바코드 부착 1999.12.27. - 2000. 6.29. 명1,440 357,218
바코드 스캔 2000. 7.24 - 2000.10.24 명80 372,119

텍스트 파일 작성 2000. 8.29. - 2000.11. 6. 명276 66,699
데이터 수정 2000.10.31. - 2000.11.13. 명320 1,889
합 계 일189 명2,116 79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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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대출 장서점검 기간3.1.3 ( )
장서점검 기간중의 학술정보원 운영 특히 대출과 반납에 따른 장서점검 계획,
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서점검 기간은 학술정보원 이전기간 중이어서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이전으로 인한 작업,
상의 지연이 문제가 되기는 했다 반납은 이전 기간과 장서점검 기간내내 이루.
어졌으며 대출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 작업과 바코드 스캔 작업이 끝,
난 인문과학열람실 자연과학열람실 예체능열람실의 경우 월 일부터 사회과, , 9 18
학열람실 어문학 열람실의 경우 월 일부터 폐가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0 23 .

장서점검 절차3.1.4
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장서점검 세부절차를 작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바코드 라벨 부착1)

년 월말부터 년 월말까지 장서점검 사전준비 작업으로서 층별 열1999 12 2000 6
람담당자를 중심으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였다 자료가 오래되어 바코드 라벨.
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도서나 바코드 라벨이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바코

드 스캔 작업의 효율과 대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도서의 겉표지에 바코드 라

벨을 부착하였는데 정기간행물실 여건 참고열람실 여건 층열람, 46,000 , 102,000 , 4
실 여건 층열람실 여건으로 전체 여건이었으며 연인원78,000 , 5 133,000 359,000

명이 투입되었다1,440 .

등록번호 입력2)

보존서고 여권과 폐기대상자료 여권은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지 않40,000 13,000
고 수작업으로 등록번호와 소장위치를 입력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
작업은 학술정보원 차 이전작업이 끝난 시점인 년 월 말부터 월 초까지1 2000 7 8
이루어졌다 텍스트로 입력한 등록번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Excel
순으로 정렬한 다음 함수를 이용하여 등록번호 중복체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보존서고 소장도서는 건 폐기대상도서는 건의 중복 등록번호가 발견1,074 , 1,035
되었다 중복된 등록번호와 소장범위를 넘는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년 월. 2000 8
일부터 월 일까지 차에 걸쳐 수작업으로 오류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 내30 9 20 3 .

용은 보존서고의 경우 등록번호 변경 건 등록번호 삭제 건 재정리 대상352 , 154 ,
자료 건으로 나왔으며 폐기대상자료의 경우 등록번호 삭제 건으로 나타났62 , 524
다 이와 같은 중복 등록번호는 수작업으로 인 조가 팀을 이루어 등록번호를. 2 1



114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대학도서관 장서점검 사례

불러주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컴퓨터 입력상의 오류 등록원부상의 이, ,
중등록으로 인한 오류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스캔3)

바코드 스캐너 대를 이용해 스캔한 등록번호를 프로그램을Potable 2 DT9000
이용해 일정기간마다 학술정보원 서버에 전송한 다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

다 저장된 텍스트 파일에 스캔한 등록번호 외에도 도서의 소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층 일자 파일일련번호로 구성된 파일명을 추가하였다 텍스트 파일' _ _ ' .
의 예는 그림 과 같다[ 1] .
또한 이미 스캔한 도서의 경우 배가위치를 장서점검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

록 하여 이중등록이나 소재불명 도서 확인 작업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장서점검용 텍스트 파일[ 1]

장서점검 대상자료 건수4)

장서점검 대상이 된 자료의 건수는 건인데 이것은 년 월 현재를440,000 2000 6
기준으로한 장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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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별 장서점검 대상자료(1)
자료실별 장서점검 대상자료의 건수는 표 와 같다 여기에서 각 주제별< 4> .
자료의 장서수에는 주제별 참고도서도 포함되며 참고열람실의 참고도서에는 주,
제별 참고도서를 제외한 순수한 참고도서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나 일반사전류,
등만을 포함한 수치이다 또한 기타는 비도서자료 건 참고도서실 도서 중 과. 525 ,
제도서 자료 자료 건 보존서고 소장도서와 폐기도서 중 등록, WTO , ADB 1,623 ,
된 도서 건 등을 포함한 수치를 말한다22,057 .

표 자료실별 장서점검 대상자료 건수< 4>

구 분 건 수

자료실별

주제별열람실

사회과학 63,859
어문학 67,254
인문과학 49,826
자연과학 40,490
예체능 28,030

참고열람실
논문 48,073
참고도서 3,9041)

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 46,073
기타 24,6452) 24,6102)
누락DB 67,881 67,881

합 계 440,000 440,000

서지 구축 현황(2) DB
이번 장서점검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한 서지 구축 현황과 서지440,000 DB DB
구축된 자료의 출판년도별 현황은 표 와 같다 표 와 같이 서지 에< 5> . < 5> DB
구축되어 있는 건수는 전체 건 중 건이며 서지 에 누락된 건440,000 372,119 , DB
수는 건으로서 서지 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건과 등록번호 누락67,881 DB 66,699

건을 포함한다1,182 .

1) 주제별 참고도서를 제외한 참고도서 건수

2) 비도서자료 과제도서 도서 도서 보존서고 소장도서와 폐기도서 중 등록된, , WTO , ADB ,
도서 등을 포함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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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에 미등록된 건수가 비교적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DB
볼 수 있다 첫째로 전산화 이전의 자료에 대한 소급 입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산화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되기 이전 자료에 대한 지속.
적인 서지 구축 작업이 소급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DB
다 실제로 년 월 도서실이 신설된 이후 들어온 초기 자료들이 서지 미. 1947 5 DB
등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여러 번의 목록 시스템 변경을 통.
한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생긴 레코드의 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conversion)
다 학술정보원은 그동안 목록 시스템을 차례 변경하였는데 변경시마다 데이. 4-5 ,
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환 작업시.
데이터형식 의 차이 시스템 내부적인 오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레코(format) ,
드의 누락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 서지 구축 현황< 5> DB

구분 구축자료DB (YDB)

미구DB

축 자료

(NDB)

등록번호

누락

건수

연도
년1950

이전

1951-
1960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기타

66,699 1,182
건수 21,751 15,680 33,097 52,672 94,110 152,668 2,141
비율(%) 5.84 4.21 8.89 14.15 25.29 41.02 0.57

소 계 372,119 67,881
합 계 440,000

통계 및 전산처리5)

텍스트 파일의 재분배 및 결합(1)
각층의 텍스트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순으로 정렬한 다Excel
음 편의상 만건 단위로 파일을 나누어 작업을 처리하였다5 .

장서점검 프로그램에서의 처리(2)
① 장서점검 환경설정을 한다 장서점검 시작 전에 미리 환경설정을 하는 것.
으로서 그림 와 같이 주로 관리번호와 실행할 범위를 정하게 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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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설정 화면[ 2]

② 텍스트 파일을 에 반입한다 등록번호순으로 정렬하여 만건 단위로DB . 5
나눈 텍스트 파일을 에 반입하여 장서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DB
데 그림 과 같이 작업 파일명에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와, [ 3]
파일명을 기록하고 파일명에는 작업 로그를 기록할 파일의 디렉토, Log
리와 파일명을 기록하며 관리번호를 지정한다, .

그림 텍스트파일 반입 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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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검을 한다 그림 와 같이 관리번호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DB . [ 4] ,
에서는 반입한 텍스트 파일의 등록번호와 실제 에 등록되어 있는 등DB
록번호를 비교하여 장서점검 데이터의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텍스트 파.
일에 기록되어 있던 등록번호를 의 장서점검 테이블에 기록하는 작업DB
을 하고 점검 기능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태DB
를 체크하게 된다.

그림 점검 화면[ 4] DB

④ 장서점검 결과를 조회한다 점검을 하면 그림 와 같이 최종장서점. DB [ 5]
검상태란에 장서점검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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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서점검 조회 화면[ 5]

장서점검 리스트를 출력한다 결과값은 정상 대출 미등록 소재불명 미등록. , , , , /
이중등록 기타로 구분되며 결과값에 대한 설명은 표 과 같다 각 결과값에, , < 6> .
따라 장서점검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으며 리스트에는 순번 별치기호 청구기, , ,
호 서명 저자 출판사 등록번호 볼륨기호 복본기호 출판년 자료실 등의 사항, , , , , , , ,
이 포함된다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Sort .

표 장서점검 결과값 분석< 6>

결과값 설 명

정상 도서도 존재하고 상에도 등록이 되어있음DB
대출도서 장서점검 당시 대출중인 도서

미등록 도서는 존재하지만 상에는 입력이 안된 도서DB
소재불명

상에는 입력이 되어있으나 장서점검 당시 분실이나DB
다른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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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 설 명

미등록 이중등록/ 상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등록번호가 부여된DB
도서가 건 이상 있는 경우2

기타
정상 대출중/ 바코드 스캐너로 등록번호를 읽은 당시에는 소장되어

있었으나 장서점검 당시에는 대출중인 도서

이중등록
동일한 등록번호를 가진 도서가 건 이상 소장되어2
있는 경우

그림 은 장서점검 소재불명의 결과리스트를 출력하여 작업상의 편의를 위[ 6]
하여 용 파일로 변환한 것이다Excel .

그림 장서점검 결과리스트[ 6]

장서점검 결과3.2
장서점검 결과 개요3.2.1

장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Vintage LAS
로하여 문제시되는 소재불명 미등록 이중등록 기타 이중등록 리스트를 가지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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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상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순수하게 분실된 건수는 건으로 나왔다 이18,405 .
것은 장서점검 대상이 되는 전체 건 중에서 서지 누락분 건을 제440,000 DB 1,182
외한 건만을 보았을 경우 분실률 에 해당한다 서지 구축 여부438,818 4.19% . DB
에 따라 분석한 장서점검 결과의 개요는 표 과 같다< 7>

표 장서점검 결과 개요< 7>

구 분 보유 장서수 분실 도서수 분실률(%)
YDB1) 372,119 6,530 1.75
NDB2) 66,699 11,875 17.80
합 계 438,818 18,405 4.19

유형별 분실도서 분석3.2.2
장서점검 결과 나타난 분실도서는 건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통계 분18,405 .
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 분실도서 건 중 에 구축되어 있지 않18,405 DB
은 건을 제외한 건에 대한 분석 처리한 결과만을 주제별 출판년도별11,875 6,530 , ,
그리고 동 양서별로 나타내었다· .

주제별 분실 현황1)

분실된 자료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전체 단행본 분실도서 건 중 정기간행6,530
물과 참고자료를 제외하면 어문학이 건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1,737 (26.6%) ,
인문과학 건 사회과학 건 자연과학 건 예체능991 (15.2%), 803 (12.3%), 519 (8.0%),
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실이 가장 많은 어문학 부문의 도서는 대부분이368 (5.6%) .

국내외 소설류로서 이용빈도수가 높으며 잦은 이용으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이 빈

번하고 대출율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 서지 에 구축되어 있는 건수DB
2) 서지 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건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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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제별 분실 현황< 8>

구분 건수 비율(%)

사회과학 803 12.3
어문학 1,737 26.6
인문과학 991 15.2
자연과학 519 8.0
예체능 368 5.6
정기간행물 1,126 17.2
참고자료 986 15.1
합 계 6,530 100.0

출판년도별 분실 현황2)

분실도서를 출판년도별로 분류해 본 결과 분실도서 전체 건 중 년, 6,530 1970
이전이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년 미상이2,359 (36.1%) ,

년까지가 건 이었고 나머지 연도는 비슷하게1,258(19.2%), 1991-1995 685 (10.5%) ,
나타났다.

표 출판년도별 분실 현황< 9>

출판년도 건수 비율(%)

이전1970 2,359 36.1
1971-1975 599 9.2
1976-1980 549 8.4
1981-1985 516 7.9
1986-1990 273 4.2
1991-1995 685 10.5
1996-2000 291 4.5
출판년 미상 1,258 19.2
합 계 6,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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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서 분실 현황3) ·

분실도서 건 중 동양서는 건으로서 약 를 차지하는데 이는 동6,530 6,051 92.7%
양서가 서양서보다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동 양서 분실 현황< 10> ㆍ

구분 건수 비율(%)

동양서 6,051 92.7
서양서 479 7.3
합 계 6,530 100.0 

사후처리3.3
이중등록도서 등록업무3.3.1

이중등록은 등록번호를 중복해 부여한 것으로서 중복 등록번호가 나오는 원인

은 다음과 같이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3 .

1) 바코드 라벨 부착시 입력상의 오류 올바른 등록번호의 바코드를 다시 출:
력하여 부착한다.

2) 등록번호 입력상의 오류 서가에서 자료의 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한 다음:
장서점검용 텍스트 파일을 올바른 등록번호로 정정해 준다.

3) 등록원부나 목록상의 오류 확인절차를 거친 뒤 목록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는 다시 배가하며 입력되어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는 정보처리과에서 재정리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이.
번 장서점검 결과 이중등록으로 인하여 재정리된 건수는 권이었다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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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서 처리3.3.2
장서점검 결과 나타난 분실된 도서 건에 대한 처리로서 우선 결과 보고6,530
서를 작성 심의한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자산관리부서에 자산 제적을·
요청한다 그후 제적 대상도서를 서지 에서 분실로 처리하고 분실도서 리스. DB ,
트를 작성하여 다음번 장서점검시 혹은 자료 이용시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 ,
용률이 높은 분실 도서에 대해서는 재구입 조치를 하도록 한다 표 은. < 11>

프로그램에 입력한 분실도서 리스트의 일부분이다Excel .

표 분실도서리스트 예< 11>

등록
번호

별치 청구기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복본

40 R 문411.3 53ㄱ 우리말 辭典 문세영 삼문당 1957
43 R 이411.32 34ㅅ 新字典 이명칠 三文社 1956  
50 R 홍411.32 71ㅊ 國漢 最新弘字玉篇 홍자출판사 弘字出版社 1960  
67 R 영420.3 63ㅈ 제네랄 콘사이스

美韓辭典
영어연구회 理想社 1954  

68 R 영420.3 63ㅈ 제네랄 콘사이스
美韓辭典

영어연구회 理想社 1954 c.2

73 R 영420.3 63ㅈ 스타英韓辭典 영어연구회 理想社 1957 c.2
79 R 유411.03 811ㄱ 古語辭典 유창순 東國文化社 1959 c.2
91 423 K156k Kenkyusha new

dictionary of
english
collocations

Katsumata,
Senkichiro

Ken

117 R 김780.3 225ㅇ 音樂術語辭典 김동성 三榮出版社 1961  
128 R 학796.03 67ㅎ

v.1
스포츠現代 全書 學園社 學園社 1959  

미등록 폐기도서 처리3.3.3 /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도서 건수는 건으로66,699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폐기도서 분실도서 장기미반납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 ,
데 이 부분을 제외한 순수 미등록도서는 건이다 이번 장서점검의 결과로, 47,266 .
나타난 순수 미등록 도서에 대한 처리로서 간략한 서지사항만을 에 입력하Excel
였으며 이것으로 등록원부를 대체하여 차기 장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파 오손된 폐기 대상자료 건은 분실 도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 , · 13,723
재권자의 결재가 있은 후 폐기 처리하며 서지 에서 폐기로 처리하고 이용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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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폐기도서에 대해서는 재구입 조치하도록 한다.

회수불가능한 장기대출 도서의 처리3.3.4
이번 장서점검을 하면서 나타난 장기대출도서 중 회수불가능한 도서 권은933
제적 처리하였다.

결 론4.

장서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른 도서관에서 당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장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래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그에 따.
른 개선 방안을 열거한 것이다.

-분실방지용 를 여러 곳에 부착하거나 의 크기를Tattle Tape Tattle Tape
최소화하여 가능한 눈에 띄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출입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자료무단반출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번 학술정보원 건물 이전작업을 하면서 중앙대출제

를 실시하여 대출 반납 출구를 일원화하였으며 자유열람실 출입구와 분리· ,
하였고 자료도난방지기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BDS( ) .
-출입구 관리직원은 명의 인원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인원을 보강하여 자료1
무단반출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근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도서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고의적인 도서 훼손 및

파 오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고의적인 도서 훼손 및 파 오· . ·
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도

서관 이용안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
-직사광선으로 인한 도서의 변색이나 탈색은 도서의 수명을 현저히 감소시

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햇빛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마다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장서점검 업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그 절차 또한 명, ,
확하게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해 장서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서점검을 계기로 하여 학술정보원에서는 매년 번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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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서점검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서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용,
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번 장서점검과 학술정보원 건물 이전작.
업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되어왔던 폐기대상도서 분실도서 회수불가능한 장기대, ,
출도서 미등록도서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오래되었거나 이용이 거의 이, ,
루어지지 않았던 도서에 대해서는 보존서고를 마련하여 별도로 비치함으로써 서

가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좀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언으로서 최신의 장서관리 시스템을 소개하자면 에서 개발한 디지털, 3M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이란 도서관의 자료에 데이터를 송수ID . ID

신할 수 있는 칩을 부착하여 자료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추적 통제 서고정리 재고관리 자료 출입관리 등 도서관 장서관리를 위한 시스, , , ,
템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눈에 보이는 바코드가 필요 없으며 책. ID ,
의 대출 반납 처리가 손쉬워지고 복수의 책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서가에서· , ,
자동으로 장서점검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분실 또는 잘못 놓여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료보안이 지켜지는 가운데 디지털 인식 시스템으.
로 자동화된 도서관에서 효율적인 자료의 흐름과 향상된 이용자 서비스 사서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미국의 네바다 대학과 싱가폴.
국립대학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도입에는 비용상의 문.
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대량의 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의 효율,
적인 장서관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장서점검과 그에 따른 장서의 제적 및 폐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난감한 문제이

기도 한 동시에 피해가서는 안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변화하고 있는 정보환경에.
발맞추어 정보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장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겠다.



도서관 년 봄호Vol. 56 No. 1(2001 ) 127

참고문헌< >

공저 사공철 김태수 공역 정보관리론 서울 구미무역C. Guinchart, M. Menou , , , ( , ,
1989).

하비 저 권기원 방준필 이종권 옮김 자료보존론 서울 사민서각R. , , , , ( , , 1999).
고려대학교 도서관 규정, http://www.korea.ac.kr/web01/web0106/5-0-5.htm

에 있어서의 의 도서관, " (I)", 32,1金萬碩 大學圖書館 事故圖書 問題點 考察

(1977.2) : 44-51.
에 있어서의 의 도서관, " (II)", 32,2金萬碩 大學圖書館 事故圖書 問題點 考察

(1977.2) : 42-49.
, · · ( , , 1967).沓掛伊左吉 編 圖書 受入 保管 持出 東京 日本圖書館協會の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http://solarsnet.snu.ac.kr/lib_service/condition
/seoul_etcreg _3.html

동국대학교 도서관 규정, http://lib.dongguk.ac.kr/rule/rule2.htm
디지털인식시스템 홍보자료 한국쓰리엠 주 도서관 사업부, ( ) .
배재대학교 도서관 규정, http://library.paichai.ac.kr/info1.htm

도서관, " ", 44,5(1989.9·10) : 5-21.尹熙潤 大學圖書館 資料廢棄 基準考

의 도협월보, , " ", 20,1(1979) : 3-8.李炳穆 徐惠蘭 圖書館資料 廢棄政策

이은철 장서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연구, " ", 37,1(2000) : 3-24.國會圖書館報

의, " ", 13,6(1976.9):24-29.鄭炳浣 藏書點檢 方法 國會圖書館報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도서관 규정, http://boyle.kaist.ac.kr/old/law.html
황남구 사례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 장서점검 포항공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 : ",

도서관문화 41,2(2000. 3·4):29-38.



를 활용한 저자명 전거통제 시스템KORMARC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치주1) 이재선ㆍ 2)

목 차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1.
전거레코드의 종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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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칙1.3
개인명 표목 필드의 세부1.4 (100)
데이터요소

전거레코드의 형식1.5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2.

에서의 전거통제 기능(KOLIS)

목록작성 과정에서의 전거통제2.1
신규전거레코드 작성2.2
저자명 전거레코드의 예2.3
기구축된 전거 데이터베이스 관리2.4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3.
에서의 전거통제(KOLIS-NET)

목록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에 대한 검색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목록은 자료의 위치를 알리는 청구기호 자료의 내용과 형태를 알리는 기술부, ,
자료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표목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부가 자료의 현물을 대.
신하여 어떤 자료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면 표목부는 현물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 저자명이나 단체명 등이 어떤 형태

로 나타나있든지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글은 년도 월 개최된 한중일 인명전거 관련 회의 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 2001 3 「 」․ ․
정보완한 것임,․

1)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2)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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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규칙에서는 참조 부분을 통하여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참" " .
조부분은 표목으로 삼은 개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해당저작의 통일서명이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진 경우에 이들을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 를 사용하여 관련" ", " "
이 있는 다른 표목으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칙이다 이 규칙은 전거로서.
채택되어야 할 표목과 참조로서 채택되어야 할 표목을 어떻게 기술하고 어떤 형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채택된 표목과 참조되어야 하는 표목간의 관계를 토대로 형식을 도입한MARC
것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소장용 이다" - " .
계속되는 장서의 증가와 늘어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컴퓨터 기술은 목록작성업무를 비약적으로 발전,
시켜왔다 컴퓨터에 의한 기술은 놀랍도록 빠른 반면에 다양하게 쏟아지는 출판.
물을 패턴화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데에는 미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목.
록규칙은 출판물 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현재 표목부를 규정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 제 판2

뿐이다 그러나 이 목록규칙은 오래 전에 제정된 것으로 도서관 현장에서(1966) .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 도서관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표목규정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구가하는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 공유의 전제가 되는 표준화의 물결은 서지의 기술부뿐만 아니라 표

목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월 일과 일 양일에 걸쳐 일본정보학연구소 주최1 10 11
로 열린 "Authority Control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cripts(CJK

회의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하여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Authority1)"
개발한 전거용 형식의 특징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국립중KORMARC ,
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중 전거통제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전거통제"KOLIS"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1.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KORMARC Format for Authority
은 서지레코드에서 접근점으로 사용될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주제의 표준Data) ,

형 또는 표준형으로의 참조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름은 서지레코드에서 기본표목 인명 또는 단체명의 부출. ,
표목 주제명부출표목 총서명부출표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제는 주제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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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표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은. " USMARC
Format for Authority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를 준거하였고 앞서 개발된 단행본용 과의 호환성을 고려하1995" , (KS X 6006-2)
여 개발되었다 이 형식은 년 월 국가표준 로 승인되었다. 1999 12 KS X 6006-4 .

전거레코드의 종류1.1
형식은 크게 서지용 전거용 소장용 종류가 있다 그동안 국립KORMARC , , 3 .

중앙도서관이 개발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용 고서용 형, , , KORMARC
식은 서지용 형식에 해당한다.
서지용 전거용 소장용 형식을 적용하여 작성된 레코드는 구조면, , KORMARC
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레코드의 리더와 부호화정보필드 에서 그 유, (008)
형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 전거레코드의 경우에는 리더 레코드 형태 에 부호. /06( )

전거데이터 의 유무에 따라 또한 에 전거레코드의 종류가 기록되" z ( )" , " 008/09
어 있는가에 따라 전거레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채택표목레코드1) - a
필드에 채택표목이 기술된 전거레코드를 말한다 이 레코드에는 보라100-151 .

참조필드 관련표목 표목선정 관련정보 등에 대한 주기를 가질 수 있다 따라, , .
서 채택표목레코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변장 필드를 가지게 된다.

제어정보 식별 및 분류기호 등0XX ,
채택표목1XX
복합도보라참조360
보라참조4XX
도보라참조5XX
처리정보 주기 등6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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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목레코드 보라참조 없음2) ( ) - b
필드에 비채택표목이 기술된 전거레코드를 말한다 이 레코드에는 이100-151 .

용자에게 채택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복합보라참조 주제 와 일반 설260( - ) 666(
명참조 이름 을 가질 수 있다 이 레코드의 표목이 다른 채택표목 레코- ) . 100-151
드의 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4XX .

참조표목레코드 보라참조 있음3) ( ) - c
상기 참조표목레코드 보라참조 없음 와 같으나 이 레코드에는 이용자에게 채2) ( )
택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복합보라참조 주제 필드와 복합보라 참조260( - ) 664(
이름 필드를 가질 수 있다 이 레코드의 표목이 다른 채택표 목레코- ) . 100-151
드의 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4XX .

주제세목레코드4) - d
일반세목 필드에 채택되지 않은 부분표목이 기술된 전거레코드를 말한18X( )

다 비채택표목은 채택표목에서 주제세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노드레이블레코드5) - e
필드에 시소러스에서 용어분류의 논리적 기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150

는 표준용어를 기술한 전거레코드를 말한다 필드를 출력하면 주제명표목. 150
표 또는 시소러스를 만들 수 있다.

채택표목 세목레코드6) / - f
필드에 다른 채택표목의 주제어와 주제세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채택15X

표목을 기술한 전거레코드를 말한다.

참조표목 주제세목레코드7) / - g
필드에 참조어와 채택표목의 주제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채택표목이15X

기록된 전거레코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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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의 형태 및 용법1.2
전거레코드에서 표목은 필드에 기술되며 두 가지 형태의 표1XX, 4XX, 5XX
목이 있다.

채택표목1)
채택표목은 서지레코드에서 기본표목 부출표목 또는 총서명부(1XX), (700-730)
출표목 또는 주제명부출표목 으로 사용되는 표목이다 전거레(440 830), (600-651) .
코드에서 채택표목은 채택표목레코드 의 표목 필드와 채택(008/09-a,f) 100-151( ) /
세목레코드 의 도보라부출 에서 나타난다(008/09 - d) 500-551( ) .

비채택표목2)
비채택표목은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채택표목의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하

여 전거파일 내에서만 사용되는 표목이며 서지레코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비채택표목은 채택표목레코드의 보라부출 필드에 나타나며 참조레코드4XX( ) , ,
세목레코드 참조 세목레코드 노드 레이블 레코드에서는 표목 에 나타난다, / , 1XX( ) .
채택표목 채택표목레코드의 필드 만이 서지레코드의 표목 또는 접근점으로( 1XX )
사용된다.

설계원칙1.3
전거용 는 서지레코드에서 검색요소로 사용하는 이름이나 주제의KORMARC
표준형 표준형으로의 참조 상호연관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거, , .
레코드의 구조는 미국 국가표준 을 따랐다(ANSI Z39.2) .

가변길이필드 및 표시기호1.3.1
가변길이필드는 표시기호의 첫 번째 숫자에 따라 레코드내의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고 데이터 종류는 표시기호 나머지 문자로 구분하였다, .

제어정보 식별정보 및 분류기호 등0XX ,
표목 채택 및 비채택1XX ( )
복합 보라 참조2XX " "
복합 도보라 참조3XX " "
보라 부출필드4XX " "
도보라 부출필드5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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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정보 주기 등6XX , .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조기성을 가지고 있다1XX, 4XX, 5XX .
개인명X00
단체명X10
회의명X11
통일서명X30
주제어X50
지리명X51
일반세목X80
지리세목X81
연대세목X82

데이터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종류의 내용표시기호가 사용된다2 .

지시기호(1) (Indicator positions)
표시기호가 나타내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추가하여 나타내고자 사용하는 부호

로써 한 데이터 필드에 대하여 자리로 나타낸다 데이터필드에서 처음 자리, 2 . 2
문자위치에 기술되며 지시기호의 값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된다 지시기호는.
숫자 혹은 빈칸 을 사용한다 로 표시된 빈칸은 지시기호가 정(ASCII Space) . " "┒
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정의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거나 관련정보,
가 없음을 나타낸다.

식별기호(2) (Subfield codes)
가변길이 필드 내의 각 데이터요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로써 각,
데이터요소에 대하여 자리로 나타내며 구분기호 자리와2 , (ASCII 1F(16) = ) 1▼

영문소문자나 숫자 자리를 사용한 데이터 식별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식ASCII 1 .
별기호는 필드마다 독립적으로 정의되지만 가능한 한 조기성을 유지한다 예로, (

참조 식별기호는 식별을 위해 정의된 것이므로 각 표시기호에서100, 400, 500 ).
데이터가 기술되는 순서에 따라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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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필드1.3.2
일부 표시기호는 로컬 사용을 위해 유보한다 일반적으로 문자 를 포함하는. "9"
표시기호는 로컬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도서관 시스템간에 로.
컬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레코드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드의 구조에 대한 도큐멘

테이션과 입력방법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시상수1.3.3
미리 설정된 상황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생성할 수 있는 단어 구 띄어쓰기, , ,
구두점 등을 말하며 이용자에게 데이터의 식별이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
한 것이다 전거형식에서는 특정 필드표시기호 예 식별기호 예 확. ( , 4XX, 5XX), ( ,
장주제명표목에서 세목식별기호 기호값 예 제어식별기호 특$x, $y, $z), ( , $w/0
수관계 에서 레코드의 출력시 특정 단어 구 띄어쓰기 구두점 등을 생성할 수) , , ,
있다 표시상수는 전거형식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

와의 차이점1.3.4 USMARC
필드(1) 008

목록기술형식 에 부호 한국목록규칙 제 판을 추가하고 부호 는008/10( ) "k" 2 a
삭제하였다 주제명표목시스템 시소러스 에는 부호 국립중앙도서관. 008/11( ) " k"
주제명표목표를 추가하였다 와 의 각기 다른 적용 예는. USMARC KORMARC
다음과 같다 의 경우 정부기관의 유형을 수정레코드로 의 경우는. 008/28 , 008/38
수정레코드를 빈칸으로 는 목록정보원을 동명이인으로 각각 적용하였다, 008/39 .

필드(2) X00(100, 400, 500)

제 지시기호에 복합성 을 삭제하고 묘호 시호 봉호 추호 궁호 를 추1 "2( )" "4( , , , , )"
가하고 식별기호의 에 에서는 저작년도 로 사용한, $f USMARC "Date of a work( )"
것을 에서는 역조 로 에 잡정KORMARC " ( )" , $g "Miscellaneous Information(歷朝

보 를 세계 로 각각 적용함으로써 한국 중국 일본 인명에서 독특하게 나)" " ( )" · ·世系

타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3) X10, X11(110, 410, 510, 111, 411, 511)

단체명이나 회의명이 인명으로 시작하든 지명으로 시작하든 구분하지 않고 전

체를 하나의 표목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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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단행본용 등 다른 형식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였KORMARC
기 때문에 일어났다.

개인명 표목 필드의 세부 데이터요소1.4 (100)

지시

기호

제 지시자 이름 명1     0 ( )
성              1
가족명              3

              4 묘호 시호 봉호 추호 궁호, , , ,
제 지시자 빈칸2     b

법정400 b a = h , d1903-1934法頂０ ▼ ▼ ▼

김정식100 b a , d1903-1934１ ▼ ▼

비둘기가족100 b a３ ▼

세조 조선 대왕100 b a , f , g7 ,４ ▼ ▼ ▼

            d1417-1468▼

식별

기호

개인명 관련 식별기호( )
▼ 개인명 성과 이름 반복불가a ( ) [ ]
▼ 이름의 완전명 인명의 두문자를 풀어q (
쓸때 사용 반복불가) [ ]

▼ 이름 명 에 포함되어 세계 를b ( ) ( )世系

지칭하는 숫자 반복불가[ ]
▼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c

반복[ ]
▼ 생몰년 반복불가d [ ]
▼ 역조 반복불가f ( ) [ ]歷朝

▼ 한국 및 중국의 세계 반복불가g ( ) [ ]世系

▼ 개인명의 한자표기 반복불가h [ ]

박영효100 1 b a▼
100 1 b aLewis, C.S. q(Clive Staples)▼ ▼

나폴레옹 프랑스왕100 0 b a ?b , c ,▼ Ⅲ ▼

         d1808-1873▼

서재필 박사100 1 b a , c , d1866-195▼ ▼ ▼

이중섭100 1 b a , d1916-1956▼ ▼

세종 조선 대왕100 4 b a , f , g4 ,▼ ▼ ▼

         d1397-1450▼

진흥왕 신라 제 대왕100 4 b a , f , g 24 ,▼ ▼ ▼

         d534-576▼

가와바타 야스나리100 1 b a▼
        = h ,  d1889-1972川端康成▼ ▼

서명 관련 식별기호( )
서명 반복불가t [ ]▼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l [ ]▼

권차 반복n [ ]▼

권차서명 반복p [ ]▼

100 1 b aIhara, Saikaku, d1642-16▼ ▼

      93. tSelections▼

가와바타 야스나리100 1 b a▼
        = h ,川端康成▼

일본어          d1889-1972 i▼ ▼

박경리 토지 제 권100 1 b a . t . n 1▼ ▼ ▼

박경리 토지 제 권100 1 b a . t . n 1 .▼ ▼ ▼

흔들리는 바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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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세목 관련 식별기호( )
일반세목 반복x [ ]▼

연대세목 반복y [ ]▼

지리세목 반복z [ ]▼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100 0 b a bI, c ,▼ ▼ ▼

암살기도         d1769-1821?x , 1800▼

월 일          (12 24 )
세익스피어 윌리엄100 1 b a , , d1564-▼ ▼

비평과 해설 역사      1616 x x▼ ▼

세기         y18▼

100 1 b aFord, Gerald R., d1913-▼ ▼

         xMuseums, relics, etc.▼

         zMichigan▼

부출지시 관련 식별기호( )
참조지시문 반복불가i (400/500) [ ]▼

제어식별기호 반복불가w (400/500) [ ]▼

 
필드적용기관 반복5 (400/500) [ ]▼

 
040  bb a011001 c011001▼ ▼

100 b aBrown, George Douglas,１ ▼

         d1869-1902▼

400 b aKing, Kennedy 5211032１ ▼ ▼

서울대학교도서관이 필명을[
국가전거파일레코드에 참조지시함]

2.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에서의 전거통제 기능(KOLIS)

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목록작성업무를 핵으로 하는 도서관업무 토탈시스템1988
을 개발하여 라고 명명하고CENTLAS(Central Library Automation System)

년 월 말까지 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을 개발할 당시에는 컴퓨터 환경이 도1999 9 .
스운영체제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1997
년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십수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

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시스템의 명칭은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서 라고 불리며 개월의 시험가KOLIS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10
동을 마친 후 년 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1999 10 .
편목시스템을 개선한 데 이어 전거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전거시스템과

소장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목록데이터 작성 및 서지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스템은 한번 입력한 데이. KOLIS
터를 가급적 다시 입력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록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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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데이터의 작성은 년부터 현행 목록작성업무 과정에서 주로 인명과 단2000
체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카드형태로 작성된 전거카드목록에.
대해서는 소급전거데이터로서 일괄적으로 입력되고 있다 년말 기준으로 약. 2000

건의 전거데이터가 작성되었다48,000 .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목록담당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표목 중 어떤 것을 선정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며 한 번 입력된 전거데이터는 서지데이터와,
연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높여준다 이용자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저자명뿐만 아니라 저자의 다양한 형태의 이름을 하나의 통제된 이름으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데이터 작성 기준은 입력형식으로 전거통제용

형식을 표목부의 기술규칙으로 한국목록규칙 제 판 및 제 판의 표KORMARC , 2 3
목부분을 참고로 한 내부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채택표목의 표기에 대하여 동양인명의 경우 대한민국 외래어표기법 에 따라, , " "
자국어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되 단체명에 대해서는 한글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양인명의 경우 종전에는 자국어음으로 읽어 한. ,
글로 표기하던 것을 알파벳표기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파일 관리.
의 편리성과 채택표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의 전거통제시스템은 크게 전거관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으로 나누어진KOLIS
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의 화면을 통하여 서지레코드를 통해서 전거레코드로 연.
결되는 과정과 직접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록작성 과정에서의 전거통제2.1
등록원부에서 작성된 서지사항은 등록원부 단위로 정리업무의 분류나 목록작

성업무로 전송되어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목록을 작성할 때에 해당 표목을 전거.
통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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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전거데이터를 활용한 서지레코드 작성[ 1]

목록담당자는 이 화면을 통하여 해당서지데이터의 표목이 기존 전거파일에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는 등록원부가 작성된 것으로 분류업무가 끝난 서지사항에 표목부

를 작성하기 위한 화면이다 전거가 필요한 목록대상자료를 선택하고 정. "MARC
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지레코드를 데려온다" .

그림 서지레코드 화면[ 2]

화면에 나타난 서지레코드 표시기호 의 저작자 부분 에 커서를 놓245 ($d, $e)
고 기능키 를 클릭하여 전거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간다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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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전거데이터 유무 조회[ 3]

커서가 놓여진 서지레코드의 필드 또는 의 값은 시스템에 의해 자245 d e▼ ▼

동으로 전거조회표목 부분으로 옮겨진다 여기에서 역할어를 지우고 서양인명" " .
의 경우 성 이름 순으로 도치하여 찾기 버튼을 선택하면 기존 전거 파일에 해" "
당 전거조회표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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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전거데이터가 있는 경우[ 4]

기존 전거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서지레코" "
드의 저작자와 동일저자임을 확인하고 채택표목이 복사되어야 할 서지표목기호

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채택표목이 서지레코드의 해당표" " .
목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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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지데이터에 해당 표시기호가 생성된 화면[ 5]

전거데이터의 채택표목이 서지레코드의 표시기호로 옮겨가 기본표목으로100
자동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규전거레코드 작성2.2
기존의 전거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전거레코드를 생성한다.

-채택표목 서지레코드에서 검색의 표준으로 채택된 표목을 입력한다: .
-요약주기 생성될 전거 에 주기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요약주기란: MARC ,

에 입력한다.
-생몰년입력 생몰년은 저자명전거의 경우에만 입력하고 한 번 입력하면 채택:

표목 참조표목에 모두 자동으로 생성된다, .
-서지표목기호 지정 생성된 전거 로 에서 전거통제를 수행: MARC KORMARC

할 때 채택표목이 서지레코드의 개인명 단체(100, 700),
명 회의명 으로 자동삽입되도록 서(110, 710), (111, 711)
지표목기호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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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새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6]

이광수 를 채택표목으로 하여 입력하는 화면으로서 참조표목란에 해당 내용" "
을 입력하여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서지표목기호는 인명 을 선택하여 저장"100"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거레코드가 생성된다.

그림 보라 참조 표목[ 7]

채택표목 이외에 검색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있을 경우 이 저자명을 참조, "
표목 란에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참조표목 표시기호가 생성된다" 400 .
좌측에 입력된 해당사항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우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입력된 내용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내용만 빈칸채우기 형태로 입력되기 때

문에 편집 화면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수정한 다음 확인 버튼을 선택"MARC " " "
하여 입력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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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편집 화면을 통하여 수정된 화면[ 8] MARC

다음의 경우는 시스템이 자동생성한 춘원 을 춘원 으로 수정"4001#$a " "4000#$a "
하고 각 필드의 한자명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편집 화면을 통하여 이광수 와 춘원 이광수의 일본이름의 한자명"MARC " " " " ",
을 식별기호 로 입력하여 수정한 화면이다$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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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보라 참조표목[ 9]

도보라 참조표목은 채택표목으로 사용하던 인명 또는 기관명이 변경되었거나

연속간행물의 지명이 변경되었을 때 등 다수의 레코드를 서로 연결하는 경우 작

성하는 표목이다 이는 기존의 채택표목에서 도보라 채택표목으로 치환하여 만.
들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상명대학교는 상명여자대학교에서도 찾아보십시요. " "
상명여자대학교는 상명대학교에서도 찾아보십시요 의 지시가 되는 전거레코드" "
이다.

작성하는 과정은 입력화면에서 채택표목으로 상명대학교 를 입력하고 참조표" "
목에 상명여자대학교 를 입력한 경우이며 서지표목기호에서 표시기호 단" " "110(
체명 을 선택한다)" .

그림 입력한 사항에 해당 표시기호가 생성된 화면[ 10]

그림 의 화면을 통해 자동생성된 각 필드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화면의 세[ 9] .
부사항은 편집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다"MAR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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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라 참조 로 자동생성된 데이터를 도보라 참조 로 수정한 화[ 11] " " " "
면

입력화면은 기본값인 보라 참조 표목으로 자동생성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도보라 표목을 작성하려면 마크편집 상태에서 해당 필드를 수정해야 한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상명여자대학교 를 상명여자대학교"410 1#$a " "510 ##$a "
로 수정한 예이다.



146 를 활용한 저자면 전거통제 시스템KORMARC

그림 상호참조를 위한 도보라 표목 생성 화면[ 12]

도보라 표목은 상호 참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 쌍의 레코드를 만들어야 한

다 이 화면은 상명여자대학교 를 상명대학교 로 도보라 참조를 생성하는 경우. " " " "
이다.
채택표목에 상명여자대학교 를 입력하고 기존전거조회 를 선택하여 기존 데" " " "
이터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신규 도보라 레코드 생성을 위한 기존 도보라 레코드 선택 화면[ 13]

기존 전거레코드 중 도보라표목 에 상명여자대학교 가 있는 전거데이"5XX( )" " "
터를 화면으로 데려온다 여기에서 해당 레코드인지 확인하고 선택 항목에 마. " "
우스를 클릭하여 선택표시를 한다음 확인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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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택된 도보라 레코드로 신규 도보라 레코드 생성 화면[ 14]

기존 도보라 표목 이 있는 전거레코드를 복사하여 데려오면 채택표목과 참조" "
표목을 서로 바꾸어 신규 도보라 레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신규 도보라 레코드 생성 결과 화면[ 15]

이 화면에서 기존의 도보라 레코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신규 도보라 레코드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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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거데이터 수정[ 16]

수정할 전거데이터를 찾는 화면이다.

그림 기존 전거데이터 한자명 추가 화면[ 17]

예를 들어 전거데이터 중 참조표목에 한자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MARC
편집 화면에서 를 첨가하여 입력할 수 있다" " " .三浦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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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편집에서의 수정 화면[ 18] MARC

검색된 전거데이터를 수정해야 할 경우 편집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레, MARC
코드의 전체 필드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전거 를 직접 수정하고. MARC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수정이 완료된다.

그림 고정길이데이터 편집[ 19]

전거 레코드의 리더나 부호화정보필드 필드 를 수정하고자 할 때 선택한다(008 ) .
항목별로 입력란에 적절한 부호값을 직접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란의 값을 정확

히 모르는 경우 입력란에서 기능키 으로써 부호찾기화면을 호출하여 적당한,
부호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호찾기화면에서 선택된 값은 리더나 부호.
화정보필드의 해당 항목별 입력란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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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정길이편집 부호찾기화면[ 20] -

리더의 상태 입력항목에서 키를 선택하면 해당 항목의 부호내역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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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거레코드 입력교열지 작성[ 21]

입력된 전거데이터에 대한 교열지는 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해서 교열볼"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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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력된 교열지 예[ 22]

저자명 전거레코드의 예2.3
보라참조1)
001KAC200100020 ▲
00520010102161634 ▲
008010102 n acnnnaaaa a a a n ▲

이광수100 1 b a = h , d1892-1950李光洙▼ ▼ ▼ ▲

춘원400 0 b a = h , d1892-1950春園▼ ▼ ▼ ▲

향산광랑400 1 b a = h , d1892-1950香山光郞▼ ▼ ▼ ▲

가야마 미쓰로400 1 b a , d1892-1950▼ ▼ ▲

400 1 b aKayama, Mitsuro, d1892-1950▼ ▼ ▲

한국 소설가678 b b a▼ ↔

도보라참조2)
001KAC200100007 ▲
00520010103101221 ▲
008010102 n acnnnaaaa a a a n ▲

혜화전문학교110 b 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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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510 b b a▼ ▲

명진학교 설립허가 혜화전문학교로 개칭678 b b a1906.5.8 . 1940.6.19 .▼

동국대학으로 승격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설1950.9.20 . 1953.2.6. ↔

001KAC200100015▲
00520010102150034▲
008010102 n acnnnaaaa a a a n▲

동국대학교110 b b a▼ ▲

혜화전문학교510 b b a▼ ▲

명진학교 설립허가 혜화전문학교로 개칭678 b b a1906.5.8 . 1940.6.19 .▼

동국대학으로 승격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설1950.9.20 . 1953.2.6. ↔

구축된 전거 데이터베이스 관리2.4
일반적으로 전거통제는 목록을 작성하는 중에 수행되지만 목록작성 중에 전거

대상인 표목에 대하여 전거통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급자료를 일괄하

여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전거.
관리와 소급자료관리이다 여기에서는 목록작성 과정이 아닌 전거관리담당자가.
새로운 전거 를 직접 입력하여 생성하거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전거MARC

를 조회하여 같은 인명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MARC
한 쪽으로 통합 하는 경우라든지 데이터를 일괄하여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 ,
도록 하였다 소급자료관리에서는 로 구축된 데이터의 제어번호를. KORMARC
호출하여 현재 전거통제가 수행되지 않은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전거 를MARC
생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도 타기관에서 작성한 전거 를 반입받아 참조전거레코드로 사용할DB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기관으로 전거 를 반출하여 타기관에서 국립중앙도, DB
서관의 전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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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축된 전거 데이터베이스 관리[ 23]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에서의 전거통제3. (KOLIS-NET)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와 도서관협력망을 총괄하

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교육연구전산망 계5 " "
획의 일환으로 년부터 국내 주요도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을 구1991
축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전산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그 아래. ,
에 도서관 관종별 운영기관 개관 을 두고 현재 개관이 전산망으로 연결 국(3 ) , 550 ,
가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 활용하고 있다·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로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자료종합목록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시스템을 윈

도우즈환경으로 재개발하여 년 월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새 시스템에서는2001 5 .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하여 공공도서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표

준자료관리시스템 을 사용하는 도서관과 형식을 채택하고(KOLAS II) KORMARC
있는 도서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대학도서관종합목록 가, (KERIS) DB
함께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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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지데이터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형태의 형식이 한국표준KORMARC
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용 도서관업무 패키지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데(KS)

이터의 표준화 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고 있.
는 전거데이터베이스를 타도서관이 공유하는 데에도 비교적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거통제시스템은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 또는 통일서명을 확인시켜주며 채,
택된 표목 아래에서 여러 형태로 입력된 모든 저작을 검색할 수 있게 되고 다,
양한 형태의 표기로 출판된 여러 저작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시켜줄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목록작성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의 데이터교환을 위하여 웹 네비게이

터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Z39.50
있다 이나 웹 게이트웨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페이지를 받아들. Z39.50 HTML
일 수 있는 웹 네비게이터로 실행되는 를 가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PC .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상에서 이용자들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를 선택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정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종전의 시스

템보다 더 확대된 규모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데이터의 형식으로서 전거용 형식만 있지 각 필드에 해당하는 표KORMARC
목선정이나 기술규칙이 마련되지 않다는 점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각 도서관의 표목부 작성 규칙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미 도서관마다 축적해 온 저자명전거파,
일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마다 표목의 기준이 다른 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장

에서는 선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각급 각종 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에서 작성된 전거KOLIS-NET
데이터가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통일된 목록규칙 제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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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민 도2)

목 차

서 론1.
개발현황2. KORMARC
를 통한 서지데이터3. KORMARC

표준화 활동

표준화 정착을 위한 과제4.
결 론5.

서 론1.

는 도서관의 기본적 검색도구인 목록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MARC
로 기록한 것으로 서지데이터의 공동이용과 편목작업의 생력화 는 물론, ( ) ,省力化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확충을 통하여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도서관 전체의 업무를 개선시킨다 각국의 대표도서관이.
이를 개발하여 전국의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전체 도서관과의 공용성과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각국의 노력은 의 세계적 표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MARC ,
한 전세계 모든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1) 이 글은 제 차 한 일 국립도서관 인적교류사업 년 월 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1 · (1997 11 )
서 발표한 운영현황 을 토대로 보완 재구성한 것임"KORMARC " ·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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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년부터 개발 보급하고 있는 국가1980 ·
표준 서지데이터 포맷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의 개발현(KS) "KORMARC( ) "
황과 이를 통한 서지데이터 표준화 활동 및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현황2. KORMARC

가 개발경위 및 현황.
도서관업무 전산화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목록이라 할 수 있다 국립.
중앙도서관에서도 년 업무전산화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목록업1976
무를 전산화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년에는 목록업무 전산화의 기본이. 1980
되는 서지데이터 포맷을 미국의회도서관 포맷과 국제표준LC MARC( ) ISO 2709(
화기구 로 제안된 서지정보 교환용 포맷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문헌의 특성을)
수용한 즉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 실험용 포맷 을 개발하였KORMARC " "
다 이 포맷은 년에 표준용 포맷 으로 수정 보완되었으며 컴퓨터가 도입된. 1981 " " · ,

년부터 납본 단행본자료에 대한 목록데이터 입력이 시작되었다1982 .

년에는 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이 참여하는1983 KORMARC ·
운영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고 이 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표준용"KORMARC " · , "

포맷 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는 여러부" . KORMARC
분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년 개정심의가 완료된 포맷을 표준 포맷 으로 제, 1984 " "
정한 이후 년 로 제정되기까지 적용하였다1993 KS .

년부터는 전국도서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1991
동으로 구축 활용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 " " .
라 문헌정보 처리 표준화의 완성을 위하여 문헌정보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정보

관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포맷 년부터 포맷을 형식으로, KORMARC ('91 ' ' ' '
용어 변경함 과 기술규칙을 개정 또는 개발하게 되었다 년에는 단행본 연) . 1991 ,
속간행물용 년 실험용 년 표준용 개발 의 개정과 함께 비도서자료용을 개('83 , '84 )
발하고 년에는 고서용을 년에는 전거통제용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1992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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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 형식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별로 국가표준 을 제정하고 있다 형식의 제정 은(KS) . KS
학회의 연구 내용을 주요도서관에 배포 의견수렴 수정 보완 공청회 개최( ) ·→ →

의견수렴 제시의견 검토 반영 수정안 작성 도서관정보화위원회 심의( ) · ( )→ → →

의견반영 안 확정 제정 신청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정보산업(KS ) KS ( )→ →

부회 심의 제정 공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KS .→

이렇게 하여 현재까지 단행본용 과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93) ('94), ('96),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 고서용 형식을 로 제정하였다 자료('99), ('99), (2000) KS .
별로 제정하고 있는 서지 형식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의 작업( , , , ) KS
이 완료됨에 따라 이 형식들을 의 서지데이터 포맷과 마찬가지로 통, USMARC
합서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로 제정하기 위해 통합서지용 형식KS KORMARC
안 을 작성 중에 있다( ) .
한편 년 형식 단행본용 의 개발과 함께 이 형식에 적용할 목, 1980 KORMARC ( )
록규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는 년에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1966

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것은 기계가독목록에는 적합하지(KCR) 2 ,
않았으므로 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 을 적용 하기로 결IFLA (ISBD-M)
정하였다.

는 세부규칙을 정하지 않고 골격만을 제시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ISBD
적인 사항은 각국 서지작성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재량.
사항과 한국출판물을 목록하는데 있어 예외적인 사항은 실제 목록데이터를 입력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보완하여 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1983 "
규칙 단행본용 을 제정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년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형" , . 1991
식과 함께 개발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용 기술규칙은 해당 형, , ,
식의 제정과 함께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K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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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황KORMARC >＜

구 분 단행본
연속

간행물

비도서

자료
고서

전거

데이터

소장

데이터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개 발 1991 1991 1991 1992 1993 1997
제정KS 1993 1994 1996 2000 1999 1999

한국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개 발 1991 1991 1991 1992

규격번호KS※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 KS X 6006-2 / : KS X 6006-1 / : KS X 6006-3
전거통제 소장정보 고 서: KS X 6006-4 / : KS X 6006-5 / : KS X 6006-6)

나 형식의 특성. KORMARC
형식의 설계원칙은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교환할KORMARC

수 있도록 하며 통신을 목적으로 도서관시스템들 사이의 레코드 교환에 필요한,
명세 를 제공하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specification) . KORMARC
식은 문헌정보의 국제유통을 감안하여 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그리USMARC .
고 모든 국가별 가 그렇듯이 도 한국문헌의 특수성을 수용MARC KORMARC ,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한 한 번 입력한 사항은 부출을 위하여 다시 입,
력하는 것을 배제토록 하여 목록자의 데이터 입력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도 기울였다.

와 비교하여 단행본 형식 에 한국적 특성이 나타나USMARC KORMARC( )
는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 한국의 대학별 간행물과 정부기관별 간행물을 코드에 의하여 일괄검색 할

수 있도록 필드 부호화정보필드 에 한국대학부호 와 한국정부기008 ( ) (26 27)～

관부호 를 전개하였다(38 39) .～

◦ 한국과 중국의 옛 왕조명과 세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인명 표목 관련필

드 에 식별기호 역조 와 한국 및 중국의(100, 600, 700) (subfield code) $f( ) $g(
세계 를 사용하였다) .

◦ 형식은 넓게 기술부와 검색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부에는KORMARC ,
한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고 검색부에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서명 필드의 이나 총서명. (245 $a) (440
필드의 의 경우는 기술부에 위치하므로 한자가 그대로 입력되지만 이$a) ,
필드에서 직접 검색용 색인이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한자는 한글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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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되므로 한글로 읽어 다시 부출하지 않는다) .
◦ 본서명 앞에 나타나는 일반문구 예 최신 종합 국역 는 그 글자수에 따라( : , , )
관칭 자 미만 과 관제 자 이상 로 구분한다 관칭인 경우에는 필드(10 ) (10 ) . 245
서명저자사항 의 본서명 앞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하며 제 지시기호( ) , 1

에 의해 본서명만 부출할 것인지 본서명과 관칭을 포함한 본서(indicator) ,
명을 함께 부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제는 필드. 500
주기사항 에 기술한다( ) .

◦ 서명관련 필드 등 에서 알파벳 문자로 된 서명(130, 240, 245, 440, 730, 740 )
의 첫 머리에 검색이나 배열시 제외되어야 할 문자(The, A, An, La, Des
등과 같은 정관사나 부정관사 가 있는 경우 은 제 또는 제 지) , USMARC 1 2
시기호에 제외 글자수 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에서는(0 9) , KORMARC～

관칭과 연계되어 제 지시기호에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을 입력하고2 "1"( )
제외대상 단어를 서명 첫머리에서 원괄호 예 로 묶도록 하고 있다( :"(The)") .
이것이 출력될 때에는 좌우의 원괄호는 생략되고 실제 데이터만 나타 나도

록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예 입 력< > : 245 11$a(The)plays of Oscar Wilde
출 력 : The plays of Oscar Wilde
색 인 : PLAYS OF OSCAR WILDE

◦ 필드 일반주기 의 식별기호를 서명 또는 저자관련 항목 예 관제 판권기500 ( ) ( : ,
서명 총서명편자 으로 전개하고 입력한 데이터는 제 지시기호에 의해 직, ) , 1
접 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행본에서는 기술의 본체에 해당하는.
사항 서명저자사항부터 총서사항까지 이 각각 식별기호로 전개되어 있지( )
않고 서명 위주로 되어 있어 주기내용을 기술본체의 사항순으로 출력하거

나 색인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비도서자료용 형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항

별로 전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은 필드의.(USMARC 500 $a
에 모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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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서자료용 형식 필드 식별기호500

일반주기$a -

표제에 관한 주기$c -

저작자에 관한 주기$d -

판사항에 관한 주기$n -

발행사항에 관한 주기$p -

형태사항에 관한 주기$q -

자료의 특성사항에 관한 주기$s -

총서사항에 관한 주기$t -

◦ 필드 학위논문주기 의 식별기호를 학위논문사항 학위수여기관502 ( ) ($a), ($b),
학과 및 전공 학위년도 로 구분하여 필요시 학위논문을 학과나 전($c), ($d) ,
공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를 통한 서지데이터 표준화 활동3. KORMARC

가 서지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일반적으로 업무를 전산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
던 일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하려는 것 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여러기관이 네트워크에 의해 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축한 를 공DB , DB
동으로 활용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 하겠다.

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는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DB
다 특히 도서관의 전산화는 문헌정보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전국도서관 전산망 구축에 앞서 문헌정보의 전산처리에 사용되

는 주요도구인 형식을 자료별로 개발하여 표준화 하는 사업을 중점KORMARC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년 초에 조사한 전국도서관 전산화 현황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2000 ,
서 업무전산화가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중 문헌정보 구축에 형DB KORMARC
식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평균 정도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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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로 나타나 공공과 대학도서관의 경우는98%, 97%, 87%
적용이 일반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기관의 특성이 강KORMARC ,

한 전문도서관도 년도 조사 시 였던 것이 년 에서1995 62% 1996-'98 67-75%
년 로 점차 그 적용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1999 87% .

전국도서관 형식 적용현황< KORMARC (1999)>

단위 기관수( : )
구 분 KORMARC 기 타 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317 5 322 98%
대학도서관 319 9 328 97%
전문도서관 262 38 300 87%
계 898 52 950 94%

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구축 및 제공. DB
데이터베이스 구축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법정 납본기관으로 표준적인 방식에 의해 국가,
문헌정보 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DB
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문헌정보 에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DB .

서지데이터 처리의 표준기법인 을 기반으로 한 가 개발된MARC KORMARC
년에는 자체 컴퓨터가 없어 총무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록데이터 입력1980

및 목록카드 출력 프로그램만을 간략히 개발해 실험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컴퓨,
터가 도입된 년부터 이 형식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문헌정보1982 KORMARC
구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축 초기인 년부터 년 월까지는 주DB . DB 1982 1987 1

제처리 분류 주제명부여 와 목록 데이터 입력작업이 전산실에서 이루(KDC·DDC , )
어지다가 년 월 이 업무가 정리과 현 자료조직과 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7 2 ( ) .

년 새 컴퓨터 기종 가 도입되면서 관내업무 전체를 토탈시스템으1988 (TANDEM )
로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납본과에 자료가 입수되는 과정에서 입.
력된 서지데이터가 자료조직과로 넘어가고 자료조직과에서는 이 데이터에 청구,
기호 표목 주기등 필요한 몇 사항만 보완하여 목록데이터를 완성시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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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 소급자료에 대한 구축은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 사업에 따라1982 DB " "
년부터 년차적으로 용역에 의하여 구축하고 있다 년 월 현재 만건1991 . 2000 8 63

을 용역으로 입력하여 년부터 관내 전산화사업으로 입력한 만건과 합쳐1982 112
약 만건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년 월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175 . 2000 8
장서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한 것이며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DB , DB
는 분담목록에 의하여 구축되는 국가문헌종합목록 의 기본자원이 된다DB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구축 현황< DB >

현재(2000. 8. )
구 분 국내자료 국외자료

일반도서 523,306 245,849
학위논문 497,142 9,296
아동도서 49,657 0
연속간행물 38,486 17,813
녹음자료 16,164 11
시청각자료 20,835 278
컴퓨터파일 2,106 131
지 도 1,135 10
마이크로자료 11,893 231,411
고 서 60,338 20,987

소 계 1,221,062 525,786
합 계 1,74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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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제공2)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축한 목록정보 를 이용하여 전국도서관의 구축을DB DB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도서관이 소장한 국내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중복.
되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를 다운로딩하여 구축하고 그 외,
의 자료만 소장 도서관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자료의 중복입력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도서관의 국내문헌 를 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신속히DB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주전. 1983 1995
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 도서관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35 ,
중 개 도서관에 구축한 목록정보를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하여 제공하였다24 .

년 월에는 를 이용하여 도서관업무를 전산화 하고 있는 개 도서관1993 7 PC 93
에도 만여건의 목록정보를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공하였으며 년에135 , 1994
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문헌의 목록정보 일반도서 및 학위논문 를 수록한( )

조를 제작 전국도서관 연구기관 재외한국학연구소 등에 무료CD-ROM 2,000 , ,
배포하여 도서관이 구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년부터는 이DB . 1995

에 년 회 신규데이터를 추가 갱신하고 있으며 년 가을부터는 윈CD-ROM 2 , 1999
도우즈판으로 개발하여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 국가문헌종합목록 구축. DB
우리나라의 국가문헌종합목록 구축사업은 아직 기반조성단계에 있다고 할DB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1991 " "
사업은 결국 우리나라 도서관들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문헌정보 를DB
공동으로 구축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구축되는 것이 국가문헌종합목· ,
록 가 될 것이다DB .

이를 위하여는 먼저 전국 도서관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문헌정보 를 구축DB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에 의해 공동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분담목록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부터 도서관들이 에 의해1991 KORMARC
표준화된 목록정보 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여 보급DB (KOLAS)
하였다 년 월부터 도서관정보전산망의 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정독도서. 1992 5 4 (
관 등 및 개 대학도서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등 이 온라인으로 국립중앙도) 3 ( )
서관의 목록정보 를 검색하고 다운로딩하여 자관 구축에 활용하는 일방통DB DB
행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년 월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도서관간에 문헌,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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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양방통행방식의 분담목록시스템을 시범DB
적으로 개발 운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년에는 전국도서관 구축 목록정· , 2000
보를 하나의 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을 개발 중에 있다DB " " .
국가문헌종합목록 는 서지데이터와 소장데이터로 구성되며 현재 국립중앙DB ,
도서관에서 구축한 와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및 단위도서관 등 개관이 구DB 133
축한 를 수집하여 종합목록 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DB DB ,
전국도서관이 구축한 문헌정보 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DB
다.

라 표준적인 도서관업무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
각 도서관의 업무전산화가 표준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지데이

터 형식의 표준화를 기하고 각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수서 정리 대출 검색 자료관리 각· · · · ·
종통계 등의 업무를 토탈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KOLAS = Korea

를 전산기기의 규모별로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도Library Automation System)
서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년에 단행본을KORMARC , 1991
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패키지 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개 도PC (KOLAS) 2,065

서관에 보급하였고 년에는 환경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개, 1992 UNIX
발하여 개 도서관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연속간행물을 처리할 수197 . 1995
있는 용과 용 패키지를 개발하여 각각 개 개 도서관에 보급하였PC UNIX 314 , 79
다 또한 년에는 각 도서관의 컴퓨터 운영환경에 맞추어 단행본 연속간행. 1999 ,
물 비도서자료를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인, KOLAS
를 개발하고 년 월부터 국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다2000 9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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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보급현황<KOLAS >

현재(2000. 8. )

구 분
단 행 본 연 속 간 행 물

용PC 용UNIX 용PC 용UNIX

공공도서관 304 98 75 40
대학도서관 368 54 54 23
전문도서관 1,087 44 160 15
학교도서관 306 1 25 1
계 2,065 197 314 79

한국도서관전산화 현황조사 년 결과에 의하면 개 조사대상 기관 중(2000 ) , 1,770
약 인 개 도서관에서 전산화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정도인 개관54% 963 , 43% 416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KOLAS
로 조사되었다.

표준화 정착을 위한 과제4.

가 통합서지용 형식의 조속한 제정 보급. KORMARC ·
초기의 포맷과 마찬가지로 서지용 형식도 하나의 단일LC MARC KORMARC
형식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용 등과 같이, , ,
자료별로 년차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필드의 내용이 형식간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여러개의,

형식을 알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품질향상 및 신속한 업MARC
무처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업무전산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
발에도 복잡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료별로 개발되어 있는 서지데이터.
용 형식을 통합하여 단일 체제의 형식으로 개발이 필수KORMARC KORMARC
적이며 년까지로 되어 있는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점, 2001
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목록담당자들을 위하.
여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적용 사례와 해설을 수록한MARC

형식의 핸드북 개발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KORMA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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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목록규칙의 일원화.
서지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포맷의 표준화와 함께 적용되는 목록규MARC
칙의 표준화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포맷은 서지정보를 일정한 구조에. MARC
따라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길 내용 즉 서지데이터의 채,
기는 목록규칙에 따른다 즉 자료로부터 서지데이터가 제대로 채기되지 못한다.
면 컴퓨터에 저장된 구조는 비록 에 의해 표준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MARC
내용물인 서지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헌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

어 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
판 한국도서관협회 제정 과 기술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제(KCR)' 3.1 ( ) KORMARC (

정 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목록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 .
한 과제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가 포함되는. , ,

판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도 목록규칙의 표준화KCR 3.1 ,
를 위하여 앞으로 자료별 기술규칙의 보완판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KORMARC
고 개정시 기술규칙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로, KCR KORMARC KCR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판의 개KCR 3.1
정판이 제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목록기입의 배열위치를 결정하며 검색어로서 검색수단이 되는 표목에,
대한 규칙의 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세부적인 표목규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전거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지 가, DB
구축되어 서지 의 통합시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목록규칙, DB .
개정과 함께 표목규칙도 제정되어야 하겠다.

다 운영 실무자 협의회 구성. KORMARC
서지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하여는 그 기본이 되는 포맷과 목록규칙 등MARC
표준화 도구의 제정과 함께 각 도서관에서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외적인 사항이나 보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와 처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 공공 대학 전문도서관 실. · · ·
무자들로 구성되는 가칭 운영 실무자 협의회를 조직하여'KORMARC '

형식과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KORMARC ,
의 개정내용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가 보다 생동감 있게USMARC KOR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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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명실상부한 국가문헌종합목록 의 구축. DB
국가문헌종합목록 는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을DB ,
분담목록시스템에 의해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목록. DB
가 구축되면 참여도서관 간에 온라인 상호대차시스템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

어 분담수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전국도서관 소장자원의 공유체계가 구축되,
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규모의 종합목록 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구축 중에DB .
있는 대표적인 종합목록 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DB
서 구축하고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 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DB
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종합목록 과학 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DB,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가 있다UNION DB .

국내 주요 종합목록 구축 현황< DB >

현재(2000. 11. )
주 관 기 관 대상 관종 참여기관수 구축건수 시스템명 시작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133 만건220 KOLIS-NET 19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약 개관200 만건540 UNICAT 1997
한국과학기술원 전문도서관 개관68 만건92 UNION DB 1989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문헌정보

운영체제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목록정보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운영체제 구축.
방법으로 개개도서관이 구축하는 목록데이터를 하나의 국가문헌종합목록 로, DB
통합하는 방법과 대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종합목록 를 과 같은 정보, DB Z39.50
검색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호 연계하여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One-stop
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각각 구축되는 종합목록 를 하나로 통합하는. DB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별도 구축된 종합목록 를 하나의 처럼, DB DB
검색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단일 화 하는 것 보다는 상호 연DB
계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서지작성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에서는 각각 구축되어 있는 종합목록 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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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 .

결 론5.

오래 전부터 국제 도서관계는 문헌정보를 하나의 로 결속시키고 이를 공유DB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년대 말 가 개발된 이래. 1960 LC MARC IFLA,
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문헌정보의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형식을 제ISO MARC

정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서지 작성기관들이 자국의 를 개발하여 그, MARC
나라에서 발행한 문헌정보에 대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는 국제DB , DB
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준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작성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KORMARC
개발과정과 현황 포맷과 대비되는 특성 그리고 를 통한, USMARC KORMARC
서지데이터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 표준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
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동안 를 우리나라 서지데이터의 표준형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KORMARC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과 함께 전국도서관의 협력으로 국내자료에 대한

적용율이 공공 및 대학도서관은 에 이르고 있어 서지KORMARC 94%( 97 98%)～

데이터 형식면에 있어서는 표준화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의 표준화에 있어서도 자료별로 제정되어 있는 형식간의 상이점이

나 적용 예시의 다양성과 상세함이 부족하며 또한 기술 데이터의 표준화에 있,
어서는 이원화된 목록규칙과 최신성의 부족 적용사례의 다양성 부족 표목규칙, ,
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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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의 종합목록 구축과 활용은 네트워크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DB
이며 참여도서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문제, .
점들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국도서관도 보다 적극적,
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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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그것을 성

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실로 과거에 비해 생각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

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시대들에 비해 다양해진 도구들의 개.
발로 인해 농경시대 혹은 산업혁명시대에 비해 사람들이 처리할 많은 부분의 일

들을 대부분 발명된 기계들에 의해 대체시킬 수 있게 되어진 지금 왜 우리는 지

난 세기의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며 삶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야

만 하는 가는 정말 의문이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기들을 발명하고 이.
용함은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함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점점?
더 일에 옥죄여 살며 그것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1)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입한 사서직원 연구제도 의 결과물로 년도 하반기에2000「 」

제출된 것임.
2)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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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물론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근본 욕구는 도서관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혹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인간의 과학문명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씁쓸.
함과 만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이러한 욕구들로 인해 이 정도까지 발전했을 것이

라 생각해 볼 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정부 간행물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느꼈던 인상들이 위에

기술한 느낌이었기에 정부 간행물실에 대한 에 들어가기 전에 몇 자 적어보小考

았다 본 는 정부간행물을 운영함에서 얻어진 경험치로서 그 운영의 특성과. 小考

정부간행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연구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자한다.

본론2.

정부간행물의 정의 및 운영실에 대하여2.1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정부 즉 행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 기타 정부투자기관, ,
까지 포함된 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로써 주로 국가가 주도한 사업의 결과물로

그에 따른 보고서 및 연구결과 뿐만아니라 정부시책에 대한 정부의 홍보물 까지

망라한 문자그대로 이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부Government Print .
간행물의 자료정리에 있어 그 특성을 다른 출판물들과 달리 구별짓기 위해

의 이니셜인 를 그 청구기호에 포함시켜 구분하고 있다Government Print GP .
본 자료실은 년 월에 개실한 자료실로써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점차 늘어나96 8
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과거 연속간행물실에서 연속간행물과 통합

관리해 오던 자료들중 정부간행물을 분리시켜 개실하게 되었다.

정부간행물실은 자료의 발행자 특성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축소형으로써 전

주제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만여책 월 현재 이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12 (2000.10 )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욕구가 다른 주제실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각별

하다는 것이 특색이며 이용자 연령층이 주로 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50
어 담당사서의 각별한 창구 상담자세가 요구되는 자료실이다 또한 상담의 질의.
내용이 소장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료실 운영의 경험을 묻는 즉답적인 요구

사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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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돼지고기 근 값이 얼마나 되나"70 1 ?
한해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매체 를 얼만큼 생산 수출하는가" ( ) ?"
한해 관광객 숫자가 얼마인가" ?"
년 경기도 돼지사육 두수가 얼마인가"98 ?"

몇대조 할아버지께서 관직에 등용 되셨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 등" "

담당사서의 자료운용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문들로 이루어져있

다는 것이 다른 주제자료실과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정부간행물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크게 행정 사법 입법 공기업으로 크게 나, , ,
눌 수 있다.

행정부 간행물 행정 각 부처에서 기안 및 수행한 사업의 보고서와 연구보고-
서 및 특히 현시대를 반영 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전반에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할 주제에 대한 국가의 대안책 및 홍보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 간행물 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재판기록 범죄수사- , ,
법원행정에 관한 저작물과 연구보고서 및 판례로 구성되어있다.

입법부 간행물 주로 국회도서관 발간 도서들로써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보-
고서 및 국회회의록 그리고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 보고서로 구성되어져 있

다.

정부투자기관 간행물 주로 당 사업체들의 홍보물과 사업체에서 행하고 있-
는 일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및 연감류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간행물실 이용자의 특징과 부처별 관심자료2.2
이용자특성1)

이용자의 연령층은 가 대에서 대 초반이면 나머지 는40 50% 20 30 50 60% 40～ ～

대 이후의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 년 봄호Vol. 56 No. 1(2001 ) 175

정부 간행물실 이용대상자를 자료이용목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학생층과 재산권의 침해등 직 간접적, ·
으로 국가와 관계가 얽힌 일반이용자들로 나뉜다 이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利害

는 대학원생들은 특히 통계자료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었고 나머지 일반이용자들,
은 행정 자치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현행법령집 그리고 법원판례집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된 관보이용자들은 그들의 에 직접적으로 상관된 법률의 개정 및. 利害

개정안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에 관계된 법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부처별 관심자료들2)
◦ 행정자치부 단연 관보로써 이미 없어진 법률을 검색하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총독부 시절 관보는 일본인들의 세심한 기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일제치하 일본행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일반이

용자들에게는 일제시대 때 선조의 토지에 관한 등록유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검색도구로써 대부분의 관보 이용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재산권을 찾기 위한 증

거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보는 이미 없어진 법률에 대한 세심한 항목까.
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에 관보의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
나 아직까지 관보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현물을 이용

함에 자료의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과거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 가령 년대 개정된 법령을 보고70
싶다면 먼저 현행법령집의 해당 법률을 찾아 그 법률의 연혁을 보고 그 해당 연

도의 관보를 찾으면 되는 식으로 이용자들은 이용 할 수 있으며 사서들도 그렇

게 이용자들에게 참고 봉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령집과 관보는 바늘과.
실의 관계로서 이 둘은 항상 같이 소장되어야만 그 역할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

다.

◦ 보건복지부 국민의 보건 및 복지 행정에 관한 정부의 사업계획과 사업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들로서 주로 복건복지부통계연감이 이용자들에게 자주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학분야와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아

쉽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들은 주로 의과계통의 대학생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로 이들은 특히,
여성과 노인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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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의 지원과 문화재보호 및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연-
구보고서 및 사업결과에 대한 저작류와 문화전반에 대한 국가의 시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로써 문화재 관련 자료들 중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의 시행 사업

에 특히 이용자의 관심이 높았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재라는 연' '
속간행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원호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발간한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공훈을 기.
리는 사업에 영향이 있는 듯 싶었다 많지는 않지만 무시 할 수 없는 분야로. 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들에게 까지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좀더 많은 저술이 나왔으면 하는 게 운영자로서의 바램이다.

◦ 건설교통부 주로 교통통계와 고속도로 댐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시설 확- ,
충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측면에서는 주로

건설에 대한 에 집중되어있는데 그중 댐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에 전공자工事誌

뿐 아니라 일반이용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일반이용자들에게는 댐건

설에 의한 수몰지구와 도로의 신설로 인한 정부의 보상책과 이에 발생하는 利害

관계인 것으로 이용자 상담결과 알 수 있었다.

◦ 기상청 주로 기상연보에 집중 되어있으며 특이하게도 건축전공자들이 많-
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물의 신축등 건축물에 작용하는 기후의 변화요인

때문이라고 한 이용자가 말해주었다.

◦ 정보 통신부와 과학기술처 정부간행물 자료 중 정도를 점유하고 있- 30%
으며 앞으로도 많은 저술과 연구 보고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자료들

로써 첨단 정보통신에 관련된 자료들로부터 순수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분

야 전반에 이르는 주제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가장 폭넓은 대상 이용자를 갖고 있

으며 학위논문다음으로 각분야 연구자료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 통일부 주로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통일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북한연구 자료 등이 주를 이루며 이용층은 주로 남북관계에 관한 논문을 준

비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끔 이용되고 있었

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비치가 미비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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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가 안보에 관한 저작류와 세계전사에 대한 연구 기록들로 이루-
어 졌으며 특히 한국전쟁당시의 승전에 관한 기록과 전략전술에 대한 기록 그리

고 우리군의 월남파병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 외교통상부 주로 대외 무역에 관한 자료들이 주를 이루며 외국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국제 기구에 대한 연구 저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과

의 통상마찰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 사법부 재판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각국의 법률에 대한 연구자료 및 현-
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주된 이용자료는 재판자료로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와 연계된 자료들로써利害

정부간행물실내에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다 관심 자료들로써는 대법원판례집 판. .
례월보 그리고 법원공보 등이 특히 관심이 높은데 이들 자료는 판례사례를 담고

있어 해당 판례에 송사가 진행중인 이용자들에게는 무척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

어 지고 있다 이 분야의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직 간접적으로. · 訟

에 걸려 있는 관계로 자료의 유무 혹은 찾고자하는 판례의 유무에 굉장히 민事

감한 반응을 보여 이용자 상담에 가장 애로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보다는 법원도서관이 더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정부 간

행물실을 찾는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원도서관보다 이용이 편하며 무

엇보다도 이용의 제한이 없고 또한 폭넓은 재판제출 증거물수집에 더 용이하다

는 인식이 이용자들에게 폭넓게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특히 판례월보와 법원공.
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의 판례를 참고 할 때 대법원 판례집은

연말에 그해 판례가 정리되어 다음해 연초에 발간되기 때문에 에 문제가 발時差

생하고 또한 발췌식이라 모든 판례가 실리지 않고 있어 판례의 유무에 또한 문

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판례공보는 늦어도 달 전의 판례가 실릴. 2
뿐만 아니라 판례도 빠짐없이 실리기에 실시간의 판례를 원하고자 하는 이용자

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원공보의 경우 현재는 법원내의 동정만을 실

은 기관지의 성격이 강하여 졌지만 과거 년 이전에는 판례도 같이 실려 있었96
기에 이용자들이 년 이전의 판례를 참고 하고자할 경우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96
없다 판례공보는 법원공보의 판례부분을 따로 분리해 년 월에 발간.( 96 6 )
특히 법원공보에는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관인이 폐기 혹은 새로운

것으로 바뀔 때마다 이를 공보에 공시해야 하므로 과거 법원들의 을 찾고자官印

한다면 일반이용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검색도구인 셈이다 이용자 상담 중.
을 위조해서 공문서를 위조 이를 통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갈취한 일이 있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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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되찾고자 재판의 증거물로써 법원공보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

료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는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입법부 국회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회의록과 현행법령집 그리고 국내외-
법률에 연구비교자료 및 현안분석자료들이 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들 자료

중 현행법령집이 단연 이용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앞에서 관보를 지적할 때.
기술한 것처럼 현행법률에 직 간접적으로 이해가 관계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
았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현안분석자료와 법률 입안 연혁집 등이 간혹 전공.
학생들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있으나 국회회의록 자료는 그 이용이 극히 드물었

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내국인보다는 한국의 정치를 연구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이 회의록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었다.

◦ 정부투자기관자료 주로 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에 관한 자료들과 정부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 및 기업홍보물로서 이용자들에게는 주로 연감류가 많이 이용

되고 있었으며 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무역진흥공사 발행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자료 주로 향토지와 지방의회 회의록 및 지방행정상에 발-
생한 보고서 및 시 도보와 각 단체의 통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학·
생들은 통게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이용자들은 향토의 역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 향토지의 내용중 특히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향토지명의 변천과정 즉 행정구역의 변천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 또한 행정구, ,
역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증거물을 얻

기위한 정보수집차원에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 지방의회회의록은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정도가 미비하며 이에 대한 연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욕도 그리

높지않음을 반영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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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실 담당사서의 참고봉사 자세에 대하여2.3
정부간행물실 이용자들의 연령층은 주로 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50
특히 에 관계된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처사에 대해.訟事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행정편의상 안이한 자세와 감독소홀로 인해 무지하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자들에게 피해利害

를 안겨주었으며 이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대

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선조의 공.
적 특히 일제치하 시 이름없이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룬 분들에 대한 국가

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하여 뒤늦게나마 선조의 명예를 회복

시켜드리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열망을 이용상담중 많이 느꼈으며 그와 같은 상

담을 하다보면 국가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이들 이. ,
용자들은 컴퓨터 환경에 익수하지 못하여 자료검색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로서 그네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못한다고 핀잔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소외계층에게

도 컴퓨터가 아닌 다른 검색도구를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다 이에 정부간행물 담당사서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
처해나가야지 다른 주제실과 같은 기준으로 물론 다른 주제실 사서들이 참고업(
무에 등한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참고봉사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
그들이 갖고있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따라.
서 정부간행물실 담당사서는 먼저 자료에 대한 특성을 잘 살펴야하겠고 이용자

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또한 세밀히 살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행물실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2.4
정부간행물실 운영상 필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은,

첫째로 자료의 원활한 공급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자료실 뿐만아, .
니라 도서관전체로서도 납본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통계자료는 끊임없는 통.
계의 연속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연속간행물의 생명이 그 연속성에 있음은 주,
지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통계자료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다 참고봉사를 하다보면 한결같이 미납본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가. .
찾고자하는 자료는 어김없이 미납본자료에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물론 국.
립중앙도서관에 미납본된 자료라면 다른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180 정부간행물실 운영에 관한 小考

납본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를 생각해볼 때 납본법에 대해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납본자의 의식이 문제였다 또한 그런 인식이 왜 납본자들에게 팽배해있는.
가를 고려해 보지 않는 납본관계자들에게 두 번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분명.
그들이 법을 지키지않는 이유는 납본법 안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만한 어떤 모순

점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본관계자들은 납본독촉에 앞서 무엇.
이 문제인가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강구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
리고 미납본된 것을 알면서도 납본요청을 하지 않은 사서의 잘못이 또한 크다고

하겠다 납본자야 잊고서 그럴 수 있다지만 당장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봉사해야.
할 기관이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그 결과로 초래되는 피해는 결국 도서관과 이를

이용코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행물실의 신착자료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납본법에 대해서는 그 법

을 관장하는 정부조차도 납본의 의미에 그리 큰 비중을 두고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납본법에 의하면 납본 부 수를 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수된. 2
자료의 정도가 권만 납본되었고 납본된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그 복본이50% 1
입수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
유에서건 미납본 도서로 인한 결과는 정부간행물실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러한.
자료들은 송사에서 승소하여 빼앗긴 재산을 되찾거나 잃어버린 명예를 살릴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개연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자료 대출시.
원하는 자료가 미납본자료일 경우 멀리서 국립도서관에 가면 원하는 자료를 얻

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들른 이용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간접적으로는 이용자의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기회를 잃게 하는데 하나

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납본도서관이다 이용자들은 납본법이 무슨 법인지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한 것은 국립도서관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믿.
고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무. .
척 어렵다 모두 다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
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서관만이라도 법이 법처럼 지켜지는 기관이 되었으면.
바람이 크다.

둘째로 정부간행물실 운영에 있어 담당사서의 노련한 이용자 상담자세와 자,
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간행물 이.
용자의 특징이 자료의 유무가 이용자의 귄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유로 조그만한 일에도 흥분을 하고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을 참고봉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처음 근무할 때 굉장히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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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다른 주제실보다 더 많은 보람을 느낀 곳도 바로 여기 정부간행물실이었

다 정부간행물실의 운영에는 자료에 대한 경험이 매우 큰 자산이 된다 년 정. . 1
도 지나야 어느정도 자료의 내용 흐름을 알게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

에 대한 적절한 참고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정부간행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실도 마찬가지로 참고봉사에는 자료에 대한 많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사서가 어느정도 자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참고봉사에 임.
할 때 쯤이면 이미 그 사서는 그 자리 있지 못하다 본인도 년 개월정도 근무. 1 6
를 했는데 벌써 사서가 번이나 바뀌었다 특성상 다른 자료실과는 그 성질이3 .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는 행정편의상 자리 이동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일이다.
물론 행정상으로는 누가 그 자리에 있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험.
있는 사서가 있으므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의 사유가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인해

자료에 대한 의 부족으로 해결짓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피해를 보는 것理解

은 이용자가 아닌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여 도서관의 경쟁력을 점점 잃게 하?
는 요인이 되지않나 하는 비약도 해본다.

결론3.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자료이다 도서관.
은 이 자료 납본의 중요성을 더 한층 되새겨야 하며 법에 모순점이 발견되면 과

감히 개정하고 또한 납본자들이 그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홍보를 통하

여 미납본으로 생기는 이용자들의 피해와 국립도서관으로서의 근본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봉사를 위하여 자료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진 주제전문사서 배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경쟁력은 자료보다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서들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장서 수나 건물 크기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님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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