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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some public
libraries in Kyonggi-do province. Among 35 libraries 24 responded,
representing 68.6% of response rat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30th through December 7th in
the year of 2000. Survey was conducted in the 8 areas: 1)purpose and vision;
2)organization and personnel; 3)finance; 4)facilities; 5)materials; 6)services;
7)community service; 8)management of cyber library. Various viewpoints
were discuss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and some
possibl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effec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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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목적1.
현대화된 민주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

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의 접근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 , ,
야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여건을 마

련해 줌으로써 민주 시민사회의 주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아울러 문화활동 지적활동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 ,
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평가를 통한 지원과 육

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사회주민들

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운영전반을 일제 평가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개별 공공도서관들로 하여금 보다 새로운 도서

관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

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공공도서관들이 지향해야

하는 몇 가지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공. ,
공도서관의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인쇄매체는 물론 멀티미디어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소장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소재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한 환경

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지역주. ,
민들에 의해 생산된 정보 등 최신의 정보를 지역주민들의 정보요구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다 개인 학습센터로서 연령에 관, .
계없이 모든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학습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

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Digital Divide .
셋째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기능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관련정보, .
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보존 발전시키는 역할을, ,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여가센터의 역할이다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함, .
으로써 생활의 변화와 휴식을 위한 여가자료의 제공과 공연장소 만남의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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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청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의 주관으로 경기도내 공공

도서관들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개 분야를 요8
약 분석한 것이다.
경기도청의 운영실태조사의 기본 목적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도서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도서관운영의 새로운 모델과,
그 역할을 제시하고 우수 도서관으로 평가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

여함으로써 도서관 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2.
본 조사는 도내 총 개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산하 도서관 개관 분관 개관52 8 ( 5
포함 분관도서관 개관을 제외한 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년), 9 35 , 1999 1
월 일부터 년 월 일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년 월 일부터 약 주1 2000 6 30 2000 11 30 1
일간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이다 개 도서관 가운데 총 개관이 응. 35 24
답하여 회수율은 이다68.6% .
평가지표는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를 참고로 하여 전체를 목「 」

표설정 및 비전 조직 및 인력 재정 시설 자료 봉사 지역사회 홍보 및 마케, , , , , ,
팅 사이버도서관 운영 등의 개 영역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세부평가지표를 설, 8
정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세부 항목별로, ,
가중치를 부여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본래 목적인 우수도서관 선정을 위해서는 서면조사의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선정된 개 도시지역과 개 농촌지역 도서관들에 대한 평가위원들에6 4
의한 현지확인조사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수도

서관 선정과는 무관하게 각 도서관별로 응답한 서면조사의 결과만을 요약 정리

하여 도내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3.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정량적 평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대도시의 규모가 큰 도서관과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시설 인원 예산 등에 차이가 클 뿐만. , ,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와 계층 또한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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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적 평가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관.
리 운영평가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측면 즉 법정 기준 예산투입 정도 행정적, , ,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요소는 여전히 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나 아직은 신뢰성 있는 공인된 평가지표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

다 배점에 있어서도 조직 인력 재정 시설 자료 등 하드웨어적인 요인에 대한. , , , ,
가중치는 줄여주고 봉사와 지역사회 부문은 가중치를 더하여 결과적으로 도서관

의 성과가 주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관련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는 현지실사에 의해 반드시 확인되어

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복수의 평가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의 문제도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현황분석II.

목표설정 및 비전1.
각 도서관의 목표설정과 비전을 알아보고자 한 내용의 문항에서는 세부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년 이상 의 수립 여부 및 추진 실적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1) (3 ) , 2)
수립 및 실천 여부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각기 다, 3)
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실적1)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 도서관들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1>

이 되어있는 도서관이 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80%
는 도서관은 개 도서관 에 불과하고 보통 수준으로 추진 중 이라는1 (4.2%) (45.8%)
도서관까지 합하여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공공도서관의 중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및 이의 추진 상황은 대체로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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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1>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여부2)
도서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여부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아래

의 표 에서 보여주는 대로 수립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개< 2> 2
관 정도이며 보통수준인 경우가 개관 으로서 전체적으로 약(8.3%) 13 (54.2%) 60%
정도가 계획수립 및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경영혁신 계획수립 및 실천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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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운영사례3)
지난 해 이후 조사 시점까지 타 도서관에 비해 우수하다고 내세울만한 서비스

나 운영개선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를 조사 정리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과 같다 즉 우수 운영사례가 비교적 많은 경우 와 보통수준인< 3> . ‘ ’(12.5%) ‘
경우 가 합해서 를 이룸으로서 응답한 도서관의 절반 정도가 스스로’(37.5%) 50%
우수한 운영사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수 운영사례가 적거나 있어. ‘ ’(16.7%), ‘
도 관련자료가 없어 첨부를 못한 경우 도 합하면 를 상회함으로써’(16.7%) 30%
도합 이상의 도서관이 우수 운영사례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80% .
운영사례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문화재탐방교실,
문화사랑방 운영 도서구입방법 개선 범시민도서기증운동 예약도서 야간대출제, , , ,
도서대출가족회원제 운영 야외독서쉼터 운영 군부대 대출제 실시 사서 인 개, , , 1 1
독서모임 갖기 주민무료 컴퓨터교실 운영 연극제작 공연 등이다, , .

표 우수 운영 사례< 3>

우수 운영사례와 관련하여 특성화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실시하, ‘
고 있는 경우가 로서 실시 예정 인 곳과 합하면 약 정도가’ 45.8% ‘ ’(16.7%) 60%
특성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특성화사업으< 3-1>.
로는 향토행정자료실 확대운영 고문헌자료수집 공립문고설치 지원 실학특화도, , ,
서관 운영 향토자료 디지털화 일본아동도서코너 설치 특정자료의 수집 한미군, , , (
사협정 국방 통일 등 등이 특성화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그 외, , ) ,
에 기재된 것들은 상당 부분이 우수 운영사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 년 여름호Vol.56 No. 2(2001 ) 9

표 특성화 사업 추진 여부< 3-1>

조직 및 인력2.
조직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서직원의 배치현황 직원 인당 이용자수와 이1) , 2) 1
용책수 외부인력활용 정도 등이 조사되었다, 3) .

사서직원 업무별 현황 현원 및 실제인력1) ( )
업무별로 사서직원의 배치현황을 열람봉사업무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열,
람봉사에 사서직원을 이상 배치한 비율이 이며 이상의 배치가50% 29.2% , 20%

이상이 로서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가 열람봉사업무에 이25.0%, 30% 20.8% 30%
상의 사서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표 사서직원 업무별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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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당 이용자수와 이용책 자료 수2) 1 ( )
년말 기준으로 직원 인당 이용자수는 만명 미만인 곳이 개관2000 1 3 11 (45.8%)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만명 이상이 개관 만명 이상이 개, 3 6 (25.0%), 5 3
관 으로 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가 이 범주내에 속한다고 볼 수(12.5%) 3 70%
있다 표 역시 년말 기준으로 직원 인당 이용책수를 보면 만책 이상< 5>. 2000 1 5
이 개관 만책 이상이 개관 으로 나타났다 표9 (37.5%), 4 5 (20.8%) .< 5-1>

표 직원 인당 이용자수< 5> 1

표 직원 인당 이용책 자료 수< 5-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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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 활용3)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도서관별로 외부인력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개관 특정, 17 (70.8%),
계층 자원봉사자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곳이 개관 으로 응답 도서관 중4 (16.7%)

가 어떤 형태로든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이와88% < 6>.
관련하여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가 개관 으로서 공공도서관에의 인턴제도는 활용도가 그리21 (87.5%)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외부인력 활용< 6>

표 인턴제도운영<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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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3.
재정운영관련 감사 지적사항과 개선여부1)

도서관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
며 실제로 개선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다는

경우가 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지적사항이 건이며 이를 개선한 경87.5% . 1
우가 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도서관 재정운영에 대한 감8.3%
사 지적사항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표< 7>.

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여부< 7>

시 설4.
시설면에서는 도서관의 전체 면적 중 서비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1)
였으며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검색용, 2) , 3) PC
보유현황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검색서비스 상황에 대하여 조사되었, 4)
다.

도서관 서비스면적1)
자료열람실 어린이열람실 및 기타열람공간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공간의 좌석,
수가 전체 면적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이 개관30 40% 9 (41.6%), 50%∼

이상인 도서관이 개관 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조사대상 도서관 전체의7 (29.2%) ,
약 가 서비스면적의 비율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0% 3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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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비스면적< 8>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2)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봉사시설의 설치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을 위한

전용자료실 점자나 녹음자료 비치 장애인용 보도 장애인용 화장실, , ,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점자안내판 등 가운데에서 네 가지, ,⑥ ⑦

이상을 갖춘 곳이 개관 이며 세 가지 이하를 갖추었다고 응답한 곳이11 (45.9%) ,
개관 으로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상11 (45.8%)

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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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용 보유현황3) PC
이용자들이 정보검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펜티엄PC
급 이상을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이 개관 대 미만이 개관30 8 (33.3%), 30 15

인 것으로 나타나 보유상황도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표(58.3%) PC < 10>.

표 정보검색용 보유 현황< 10> PC

정보검색서비스 제공4)
이용자의 정보검색을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응2 (91.7%)
답하였다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기입을 요청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기재한 내용.
들을 정리해 보면 인터넷검색을 위한 전용선 설치 정보검색용 설치, PC ,① ② ③

홈페이지운영을 통한 정보검색 안내 도서검색안내 단말기에 자료찾기 안내, ,④

자료실별 이용방법 및 비치자료 대출방법설명 안내정보판 배치 지역주민을, ,⑤ ⑥

위한 정보화교육 등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 제공하는 도서관은.
개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70.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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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정도< 11>

자 료5.
자료 측면에서는 년과 년 년간의 장서증가율 및 년말 기준으로1999 2000 2 1999
이용된 자료의 비율이 조사되었다.

장서 증가율1)
지난 년간 의 장서증가율을 보면 두 해 모두 이상씩 증가한2 (1999 2000) 15%∼

도서관이 개관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 해는 이7 (29.2%) . 15%
상 한해는 이상 증가한 곳은 개관 이며 두 해 모두 이상, 10% 5 (20.8%) , 10% ,

미만 증가한 곳은 개관 으로서 전반적으로 약 정도의 도서관15% 4 (16.7%) , 80%
이 한 해 평균 이상의 장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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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서 증가율< 12>

이용된 자료의 비율2)

년말을 기준으로 전체자료 가운데 관내 관외 이용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1999 ,
여 이용된 자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상이라고 응답한 도300%
서관이 과반수인 개관 이며 나머지 도서관들도 이상의 범주에13 (54.2%) , 100%
포함됨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용된 자료의 비율은 최소한 이상임을 알 수100%
있다 표< 13>.

표 이용된 자료의 비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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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사6.
봉사 측면의 조사를 위해서는 년과 년에 실시하였던 문화 교육프로그1999 2000 ·
램 실시상황 및 이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율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상황 등이,
다루어졌다.

문화 교육프로그램 실시1) ·
지난 년간 실시하였던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건수 및 이용자들의2 (1999 2000) ·∼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와 표 과 같다< 14> < 14-1> .

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건수< 14> ·

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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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두 해 모두 건 이< 14> · 10
상 실시한 도서관의 수는 개관 두 해 중 한 해만 건 이상 실시한 곳9 (37.5%), 10
과 두 해 모두 건 이상 실시한 곳이 각각 개관 으로서 전체적으로 볼5 4 (16.7%)
때 약 가 최소 건 이상은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70% 5 .
램에의 참여율은 두 해 모두 참여율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개관15

한 해만 우수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개관 인 것으로 볼 때 전(62.5%), 2 (8.3%)
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율은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4-1>.
한편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독서교실 인터넷교실 영어 및 일본어 회· , ,
화 동화구연교실 서예교실 등 도서관들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 ,
아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내용들의 일부와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

다.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2)
년 현재의 이용자 주민 로부터의 요구사항 건수는 건 이하인 도서관이2000 ( ) 10

개관 건 이하인 곳이 개관 인 반면 건 이상인 곳이 개관8 (33%), 30 10 (41.7%) 81 5
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약 정도의 도서관이(20.8%) 75%

건 이하의 요구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표 이러한 요구사항들에30 < 15>.
대한 처리수준은 이상의 처리율을 보이는 곳이 개관 으로서 일부90% 22 (91.7%)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5-1>.

표 요구사항 건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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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요구사항 처리수준< 15-1>

지역사회 영역7.
지역사회의 홍보 및 마케팅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도서1)
관의 제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도서관에 관한 평가는, 2)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자 의견수렴 장치 여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3) , 4)
활동내용 등이 다루어졌다.

도서관 홍보 내역1)
도서관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제반 활동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

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상세한 설명도,
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개관 적극적으로 실시는 하나 설명은 미흡하다12 (50%),
고 응답한 곳이 개관 으로서 대체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9 (37.5%)
나타났다 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개관도 년부터 실시< 16>. 3 2001
할 예정으로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전반적으로 홍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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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서관 홍보 실시 여부< 16>

도서관 평가2)
지난 년간 도서관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1
대한 질문에는 절반 정도 개관 가 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12 ) ,
체평가 외부평가 모두 실시한 곳은 개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 2 (8.3%) .
가를 전혀 실시한 적이 없는 곳도 개관 이었다 표 이는 도서관평3 (12.5%) < 17>.
가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도서관 평가 실시 여부< 17>

이용자 의견수렴 장치3)
이용자 건의함 상설운영이나 이용자와의 주기적인 만남의 시간 마련 등을 통

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장치에 대한 조사결과,



도서관 년 여름호Vol.56 No. 2(2001 ) 21

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수렴한다는 도서관이 개관 으로 가장11 (45.8%)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가지 장치만 이용한다는 비율도 를 보임으로서 대. 25%
체로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2∼
표< 18>.

표 이용자 의견 수렴 장치< 18>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내용4)
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

로는 년과 년 두 해 모두 건 이상 실시한 도서관은 개관 이1999 2000 10 4 (16.7%)
며 두 해 모두 건 미만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개관 으로서 이를 볼, 5 10 (41.7%)
때 대체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내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9>.

표 지역사회대상 활동내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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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서관 운영8.
년까지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2000 2002∼

추진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구축 협조 여부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조

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과 같다< 20> .

표 사이버도서관 구축 협조 여부< 20>

구 축 사 항 협조실적 있다 협조실적 없다 향후 고려해 보겠다

도서관수 백분율 도서관수 백분율 도서관수 백분율

소장 자료 제출DB 18 75.0 2 8.3 4 16.7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19 79.2 1 4.2 4 16.7
원문구축 필요자료 제출 16 66.7 2 8.3 6 25.0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협조사항 19 79.2 2 4.2 4 16.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 데이터베이스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원문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사이버도서관의 협조사항에,
기존의 협조실적이 있는 경우가 대체로 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해70% ,
보겠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구축에는 대체로 협조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III.

공공도서관의 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도서관 서.
비스 영역 중 특정 영역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몇 개 영역만을 선,
정하여 할 수도 있다 평가기간에 따라서는 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연간 평가가. 1
주류를 이루나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평가 분기별 평가 등도 있을 수 있다 문제, .
는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공공도서관들의 운영실태조사는 국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도

되는 훌륭한 사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
가받을만 하다 평가 결과에 대한 총괄은 당초 예상대로 도시 소재 도서관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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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군단위 소재 도서관 보다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 )
며 도시 소재 도서관간의 편차가 농어촌소재 도서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전,
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시도된 경기도청의 공공도서관 평.
가는 평가주관 부서의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치루어낸 사업치고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정례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시 평가를 활성화하여 평가 항.
목의 특성에 따른 장기 관찰이나 확인을 요하는 분야의 평가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 평가 영역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평가.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차년도 평가에 사용된 개 영역 중 개를 선택. 1 8 2 3∼
하여 정밀하고도 상세한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 인원 장서, , ,
예산이 빈약한 소규모 도서관이 정량적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일,
정 기간의 평가 기간 동안의 성장 비율과 실질적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는 평가

제도와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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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 ways of reference services in the library become variable
because of the changes of use's propensity and informational circumstances.
On-line reference services can be more appropriate ways in these days.
In this paper, I research the present state of on-line reference services
which have just started in the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comparing with
practical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1) 서강대학교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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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 found out several problems as follows: non-standardized names of
services, inappropriate arrangement in web pages, lack of service PR and
subject librarians.
These things results in the low rate in using services.
Thus, in order to activate on-line references, we have to study on the
effective ways of service PR and bring up subject librarians. In addition, we
decide policies about on-line services more specifically and practically.
Suitable form for grasping the accurate meaning of user's request is
needed for sure.
Feedback on how much they are satisfied and continuous monitering are
reflected in policies.

서 론1.

연구목적1-1.
인터넷이 국내 대학도서관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년대 중반이후1990
이용자에 대한 참고봉사 형태가 기존의 면대면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된 형태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정보요구자가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을 통해 참고사서에게 서지

정보 및 원문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해,
결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이용자의 새로운 도서관 이용형태와 이에 대응한 도

서관의 서비스변화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참고질문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기존의 면대면 서비스와

함께 네트워크상에서의 대화를 통한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온라인 참고봉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담당자가 자신의 지

식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묻고 답하기를 하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인터넷,
을 활용한 참고질의와 이에 대한 해결이 참고봉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늘날의 참고봉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개개의 이용자에게 사서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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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인적 협조 혹은 문의할 것이 있는 이용자에게 사서가 성실하고 유능하’ ‘
게 해답을 해주는 과정’2)으로 이해한다면 이용자요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

공하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참고사서의 역할 또한 이러한 매체적 변화와 함께 기

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던 때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의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따른 사서의 역할 변화 또한 필수

적이며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을 통

한 원거리 검색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와 함께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각 대학도서관의 실상을 파악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디지털도서

관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용자와 사서간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도구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참고봉사 시스템 모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료와 국내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참고. 1)
봉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기에 보완될 온라인 참고봉사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각 대학도서관 온2)
라인 참고봉사 모형을 어느 정도 공통된 틀로 체계화시켜 시작단계에 머물고3)
있는 많은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참고봉사 서비스를 보다 구체화시켜 활발한 논

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참고봉사 형태 및 방법의 하나를 추가로 제공함으

로써 변화된 시대에 걸 맞는 온라인 참고봉사 서비스를 지향하려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방법1-2.
대학도서관에서 온라인 참고봉사 서비스의 시행과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

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참고봉사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국내 대학

도서관들의 온라인 참고 서비스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보다 발전되고 현실성 있

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에 걸쳐 현재(2000 12 15 2001 1 15 )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개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다음 이중 온라인 참고봉사를108
실시하는 대학도서관들의 서비스를 이용자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보다,

2) 노옥순 참고봉사와 참고정보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 1995, p.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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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서비스방법에 대한 구상과 기존 서비스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관련연구를 참고로 실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현실

을 선진국의 추세와 비교해 앞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온라인 참고봉사

의 새로운 모델구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참고봉사 분석2.

온라인 참고봉사 방법 및 해결과제2-1.
도서관 홈페이지가 일반화되면서 일부사서와 대학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이용

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
적인 참고봉사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즉답식 참고봉사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검

색 최신 정보주지서비스 및 전자출판물의 제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리고 원격 교육프로그램의 발달과 전자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참고서비

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4) 면대면 질문을 할 때의 좌절과 전화벨

소리로 인한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우편을 활용한 서비스로의 전환을 주장

하기도 한다.5)
더구나 전통적인 면대면 참고봉사보다 인터넷참고봉사에서의 익명성을 더 선

호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6) 편리성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

을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참고봉사 방법을 김휘출의 구분7)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나눌 수 있다.

3) 김희숙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관 정보 봉사의 효율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 , ( ,
학교 교육대학원, 1999)

4) Suzanne M. Gray, "Virtual Reference Services; Directions and Agendas," Reference &
User Services Querterly Vol.39, No.4(Summer, 2000) p.370

5) Ann Bristow "Academic Reference Service over Electronic Mail," College & Rearch
Libraries News Vol.53, No.10(1992) P.632

6) Suzanne M. Gray, op. cit., p. 372
7) 김휘출 디지털 참고봉사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 ( , ,
2001) pp.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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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1)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관한 질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사서에게 보내고

사서도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답변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별다른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필요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첨

부파일을 통해 모든 자료의 송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웹폼을 이용하는 방법2)
웹페이지에 상세한 이용자정보와 함께 질문내용을 입력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이용자 정보가 상세히 수집됨으로써 답변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즉 이용,
자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3)
이용자의 질문과 참고사서의 답변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하

며 이 경우 이용자들의 질문이 공개됨으로써 비슷한 질문을 하려는 이용자들에,
게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이.
용자가 게시판을 다시 방문해야 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이용,
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허위로 입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주제별로. ,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단순한 질문을 위한 장으로의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화상회의시스템과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4)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을 보거나 텍스트로 대화

를 나누면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를 위한 여러 장비들 비디,
오카메라 초고속통신망 등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장비들이 대중화될 경우 또 하나의 참고봉사방법으로 부

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한가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즉 여러 가지 방법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보다 효과,
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전자게시판을 사. ,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온라인 참고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온라인 참고봉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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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사전준비작업과 조사 연구과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김휘출과 계명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 담당자들과의 면담8)내용을 보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참고봉사 현실을 알 수 있는데 담당사서가 인력의 부

족과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하루 질문의 해결적정량이 건 정도밖에 되지 않음2
을 실토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온라인 참고봉사를.
해당 대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까지 개방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참고봉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처리해야할 양의 폭발적인 증가

를 감당할 수 없을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학

들이 있었다9)는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이는 보다 활성화된 서비스를 위해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더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들의 경우 서비스의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볼 때 이용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대학 에서 서비스 이용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비스의 인지 방법에 있어 교내출판물에 의한 경

우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해10) 도서관 담당자들의 홍보전략에 교내간행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의 질적 수준이 나날이 높아. ,
간다는 점을 볼 때 현실적인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체계화된 온라인

참고봉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도서관 스스로의 준비 또한 하루빨리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질문방법의 변화와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의 면대면 서비스에 새롭게 첨가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방법

적 차원에서의 해결과 답변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 즉 주제사,
서의 육성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안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된 온라인 참, ,
고봉사 모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8) 김휘출, , pp. 218-242上揭書

9) Ann Bristow, "Academic Reference Service over Electronic Mail,"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53, No.10(1992), p. 631

10) Lara Bushallow-Wilbur , "Electronic Mail Reference Service : A Study"外 RQ,
spring(1996),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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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 있어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연구의 부족 또한 절실한 문제로 이

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임에 분명하다.

온라인 참고봉사의 장점과 단점2-2.
면대면 혹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참고봉사서비스가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참고봉사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자우편을 활용한 참고서비스의 장점을 최지연11) 은 다음 몇 가지로 꼽고 있
다.

동시에 많은 이용자에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1) .
결과물의 빠른 배포와 쉽게 인쇄형태로의 변환이 가능하다2) .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참고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받을 수3)

있다.
참고 면담시 이용자와 사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후속4)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follow up interaction)
그녀는 또 자신이 직접 고안한 전자참고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리성을 면대면 서비스,
전화서비스와 비교해 지적해 내고 있는데 면대면 서비스와의 비교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무제약성을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서비스와의 비교에서는 한번에 많은 참,
고질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12)
특히 장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빠르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대답이 빠르,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것이 있을 때 즉각 질문할 수 있다는 상황

적 요인의 중요성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13)
또한 아벨스 는 그의 논문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참고질문형, (Eileen G. Abels)
식과 전자우편을 활용한 방식의 비교에서

편지보다 덜 공식적이고 자발적이며 훨씬 수명이 짧은 매체이다1) .

11) 최지연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자참고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 " " ( ,
대학교 대학원, 1997) p. 4

12) 최지연, , pp. 25-26上揭書

면대면 서비스와의 비교에서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무제약성 서비스속도의(70.8%),① ②

신속성 한번에 많은 참고질문 가능 이었고 전화서비스와의 비교에서(45.8%), (29.2%) ,③

장점은 한번에 많은 참고질문 가능 파일 송수신이 가능 사서에게(29.2%), (25.0%),① ② ③

질문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요청 가능 으로 조사되(12.5%)
었다.

13) Lara Bushallow-Wilbur , op.cit., p. 367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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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보다 더 쉽다2) .
편지나 전화보다 더 효과적이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다3) , .
도서관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과 장점으로 지적하면4)

서 전자우편을 활용한 참고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는 다른 대화기술 즉 문장의 조심스런 읽기와 해석 그리고 메시지에 포,
함되어 있는 내용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14)
또한 로이스던과 엘리어트, (Christine M. Royston & Laura Lee Elliott)15)는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와 비교해 대화를 통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하다는 점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그레이(Suzanne M. Gray)16) 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김휘출과 계명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지적

된 것과 같이 온라인 참고봉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번 이상 이용해

본 이용자라는 사실은 도서관 경험이 많은 이용자들과 참고서비스를 자주 이용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계속적인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점은 브리스토와 버클리, (Ann Bristow & Mary Buechley)17)
가 말한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많은 이용자들 특히 참고사서에,
게 질문하는데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참고봉사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브리스토와 버클리는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참

고봉사가 인디애나 대학 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유용성과(Indiana University)
편리성을 그리고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 형태를 보

완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언급하

고 있다.18)

14) Eileen G. Abels, "The E-mail Reference Interview," RQ, Vol.35, No.3(1996), p. 348
15) Christine M. Royston and Laura Lee Elliott, "Electronic Integration of Library
Services Through a Compuswide Network," RQ 28(fall, 1988), pp. 87-88

16) Suzanne M. Gray, op.cit., pp. 366-367
17)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Academic Reference Service Over E-mail: An
Updat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1995), p. 460

18)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Ibid, p.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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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들과 함께 단점에 대한 지적들도 많은데

최지연의 조사19)에서 지적하는 온라인 참고봉사의 단점들을 보면
즉각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1) .
전통적인 참고봉사 면담에서 가능한 제스츄어 얼굴 표정과 같은 비 언어2) ,

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전달이 불가능하다.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불필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질의가 요구될3)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고안한 전자참고서비스.
모델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적하는 단점을 보면 면대면 서비스와의 비교에서는

의사소통의 부정확성을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서비스와의 비교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곤란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20)
또한 브리스토와 버클리,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21)는 복잡한 답변
을 쓰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조사에서 참고봉사를 위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참고사서들이 면대면 서비스를 첫 번째로 꼽았고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그 다음으로 꼽고 있다 이는 사서들이 복잡한 질문의 대답을 쓰.
는 것이 말로 대답하는 것보다 어렵고 시간소비가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들 이외에도 질문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서가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경우 사서가 답변을 위해 항상 전자우편을 체

크하며 대기한다고 생각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서의 답변이 늦다

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음,
으로 인해 답변의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9) 최지연, , pp. 4-5前揭書

20) 면대면 서비스와의 비교에서 단점은 의사소통의 부정확 일방적이고 제한적(54.2%),① ②

인 의사소통 시스템 장애시 이용의 제한성 이었고(16.7%), (8.3%) ,③

전화를 사용하는 서비스와의 비교에서의 단점은 참고질문 요청시 즉시 응답이 곤란①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한 응답회신의 정확성 우려가 지적되었(58.3%), ②
다.

21)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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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온라인 참고봉사의 장 단점을 종합해보면· ,
시간과 장소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①

면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②

다.
한번에 많은 참고질문을 할 수 있다.③

질문과 답변의 서비스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④

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①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질문에 따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②

노력과 시간소비가 전통적 방법보다 많을 수 있다.③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할④

수 있다.

온라인 참고봉사 현황3.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 현황3-1.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활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년 제 대학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개 도서관을 조사하여4 108
이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고봉사의 유무 활용방법 주제별 답변여부 접근의, , ,
편리성 서비스대상 서비스 실시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 .
한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에 걸쳐 실시된 조사를 통(2000 12 15 2001 1 15 )
해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온라인 참고봉사를 위해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봉사 실시 대학1. On-Line
조사대학 수 실시대학 수 %
108 29 26.8

조사대상 개 대학도서관 중 온라인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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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 도서관으로 전체 를 차지했다 이는 아직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온29 26.8% .
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인식이 시작단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

다 또한 홈페이지상에 온라인 참고봉사 항목은 있지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
않은 대학도 있었으며 게시판이나 등과 혼용되어 일반적 질문을 처리하는, Q/A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고봉사 접근도 조사2.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온라인 참고봉사의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

지의 수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click .
있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이용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사한 바에 따르, .
면 대체로 한번의 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 번이 넘어가는, Click
경우도 개 도서관 으로 나타나 온라인 참고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위치가9 (30.5%)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접근 수Click 도서관 수 %
1 12 41.4
2 8 27.6
3 7 24.1
4 1 3.4
5 1 3.4
전체 29 100

*질문과 답변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접근 수Click
질문의 주제구분 실시 여부 조사3.

온라인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 질문을 주제별로 구분해 처

리하고 있는 곳은 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참고봉사를 실시하고10 .
있는 대학도서관의 로 이용자들의 질문 편의도와 이용도를 높이고 서비스34.5% ,
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한 이를 위해 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서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도서관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온라인 참고봉사 실시

대학 도서관수
주제구분대학 수 %

29 1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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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4.

서비스 대상 대학 수 %
교내 11 37.9

교외 가능 18 62.1
전체 29 100

서비스 대상을 와 를 이용해 교내 구성원으로 한정시킨 대학과 교ID Password
외 이용자들까지 질문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한 대학간의 구분에서 교내 구성원

이 아닌 이용자의 질문입력이 가능한 대학은 개 도서관 으로 나타났다18 (62.1%) .
하지만 이 수치는 질문을 입력시킬 수는 있지만 답변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정보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미국의. , Virtual
와 같이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홈페Reference Desk(http://www.vrd.org)

이지에 링크되어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국민적 온라인 참고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참고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으로써 현실적 어

려움22)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점차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참고봉사 실시 시기 질문시작일 기점5. ( )

실시 시기 대학 수 %
년1997 2 6.9
년1998 3 10.3
년1999 5 17.2
년2000 11 37.9

확인불가능 8 27.6
전체 29 100

* 확인 불가능 이유 의 요구로 접근 자체 불가능: ID, Password

22) 김휘출, , p. 223前揭書

김휘출과 계명대학교 참고업무담당사서의 대화에서 도서관내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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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년대 중반이었90
던 점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도입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모든 조사대상 도서관이 년 이후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1997
그 중에서 특히 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2000 .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여겨지며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봉사 서비스 명 조사6. On-Line ( )名

대 학 명 서비스 명 기 타

강원 서강 숙명, ,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참고봉사-
경희 서울 연세 원주( ), ( ),
경성

온라인 참고봉사 참고질의 응답-
경희 수원( ) 온라인 질의응답Q/A - *
계명 도서관서비스 참고질의 서비스-
고려 도서관서비스 - Ask Librarian
금오공과 이용자서비스 온라인 참고질의-
대전산업 이용자서비스 온라인 참고봉사-
성균관 자료실별서비스

세종 학술정보원서비스 참고질의 서비스-
숭실 도서관서비스 정보탐색서비스-
아주 정보서비스신청 정보검색서비스-
연세 서울( ) 도서관서비스 정보조사제공-
원광 질의응답

위덕 도서관소개 참고서비스- *
인제 참고질의응답

전북 게시판 참고질의- *
전주 인터넷참고질의 인터넷참고봉사-
중앙 안성( ) 참고서비스On-Line
창원 이용자서비스 참고질의-
충북 개인정보서비스 참고질의- *
한국외국어 이용자서비스 질의응답서비스-
한남 묻고답하기

한림 이용자서비스 참고질의서비스-
한양 한양 안산, ( ) 주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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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의 온라인참고봉사의 경우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도서관소개 이용안내. , , ,
개인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의 하위메뉴로 온라인 참고봉사를 두고 있는 것

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할 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치 상으로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와 함께 이용에 대한 기회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click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앞으로 대학간의 협력 서비스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

스명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참고봉사 질문양식 조사7. (Form)
질문을 입력하는 양식 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대체로 성명 게시자 제목(form) ( ), ,
전자우편주소 질문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E-Mail address), .
밀번호 수정 삭제시 필요 첨부파일 등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 ),
대학의 경우 특수문자 입력 고려대학교 과 질문내용의 파악을 좀더 자세하게 하( ) ,
기 위한 몇가지 사항 즉 신청자 소속 주제분야 창원대학교 를 더 적도록 하는, , ( )
대학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제내용이나 자세한 정보검색을, ,
위해 필요한 사항이 거의 없어 답변을 하게 되는 참고사서가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용자의 전공명 키워드가 될 수. , ,
있는 단어의 입력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을 통해 좀더 질문과 이용자에 대한( )
파악을 하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점차 질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입력양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의 문제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위치 이름의 모호성 다양성으로 인해 서비1. , ,

스를 찾기가 어렵다.
답변을 위한 주제별 사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2. .
다른 사람의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기능이 되지 않는 경3.

우가 있어 비슷한 질문을 찾기 위해 게시판을 전부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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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양식 이 너무 단순해 답변자가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기가 어4. (form)
렵다.

일반적 게시판이나 건의사항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게5. . (
시판이나 건의사항기능 정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참고봉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횟수가 너무 많다6. click .
홍보부족 주제사서의 부족 서비스성격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7. , ,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답변이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행해지고 있지 않다8. .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참고봉사 명칭을 대학간의 협력 서비1.
스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 대한 파악과 보다 정확한 답변의 제공을 위해 게시판의 질문양식2.
을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내용이 입력될 수 있는 형태 즉 질문내용과(Form) ,

관련한 제반사항들 적절한 이용자 관련 사항이 입력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
이는 답변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웹 양식 으로 전환해 보다 자세한 개별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해도 게3. (form)
시판에 질문 내용과 답변을 게재할 때 개별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해

개별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참고봉사가 단순 게시판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4.

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용방법을 지도하고 단순 게

시판과 구분해서 사용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공지사항 일반적 이5. click . ,

용안내 주제별 구분에 관한 안내 등이 필요하더라도 번 이상의 은 이용자, 2 click
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번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첫 화면에 눈에. ,
띄게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서비스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질 높은 답변을 위해 주제별 답변사서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즉 답변6. . ,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제별 구분 서비스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제사

서를 확보하고 양성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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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 현황 및 연구동향3-2.
참고봉사에 전자우편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인 년대와 년대 초반에 미1980 1990
국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에서는 처리해야할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두

려움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의 시작을 꺼려했다 년 인디애나 대학. 1994 (Indiana
에서 전자우편을 통한 참고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University in Bloomington)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답변자들 중 대다수가 면대면서비스를 가

장 선호했고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그 다음으로 꼽고 있다, .23) 이는
앞에서 지적한 전자우편 참고봉사의 단점들로 인해 깊이있는 질문의 경우 답변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들에서 가장 효과적인 참고봉사의 방법으로 전,
자우편을 이용한 서비스를 꼽고 있으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법들을 계획하고 있다.
인디애나 대학 에서 년 월부터 월까(Indiana University in Bloomington) 1991 5 7
지의 이용자조사에 따르면 조사기간동안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자수가 명이었고 질문과 답변건수는 건으로 조사되었다51 , 330 .24)
이용자들은 대부분 교수나 대학원생이었고 학부생의 경우 명으로 조사되어, 1
앞으로 국내 온라인 참고봉사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참고질문

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치가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 1994
년 월에서 월에 걸친 조사에서는 이보다 이용자수와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음9 11
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의 전체이용자는 명이었고 질문과 답변의 수는242 828
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용자 성분조사에서 년 조사와 비교해 대학원 이. 1992
용자의 경우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25)

23)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60
24) Ann Bristow, op.cit., p. 631
이용자 명은 교수 명 대학원생 명 직원 명 대학생 명으로 조사되었다51 : 21 , : 14 , : 15 , : 1 .

25) 대학원생의 경우 명에서 명으로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59 14 11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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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대학에 소속된 일원에 한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전자우편 서비스 양식 서문에 의 대학 학생“Bloomington Indiana ,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봉사하며 이 대학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인디애나대, ,
학에 관련된 질문이나 인디애나대학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에만 답변을 받을 수

있다.”26)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그레이 는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Suzanne M. Gray)
참고서비스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일리노이스대학

을 비롯한 개의 대학도서관을(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10
년 월과 년 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1998 11 1999 11 27)하였는데 조사대상 개의, 10

도서관중 개의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중심의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4 , 3
개의 도서관이 정보센터나 참고실의 웹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위스콘. ,
신대학의 경우 각 도서관의 웹 양식 이나 전자우편 주소가 연결되어(Web form)
있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대학의 경우에는 참고질문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온라인방식이,
아닌 전화나 면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우에도 참고질문은 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Web .
그는 또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링크의 위치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링크의 수가 이용자들의 접속수 즉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또한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중 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문의할 수, 7
있는 질문의 타입에 대해 게시하고 있는데 특히 인디애나대학의 경우 어떤 질,
문이든 할 수 있다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답변소요시간은 대체로 이틀을 지정하고 있었고, UCLA(University of

의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질문이 체크되는지California in Los Angeles) 28) 까지
도 명시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외부이용자들의 서비스요구까지 처리할 인원이나 능력이 없다

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으로 외부

이용자들의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참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질문양식에 자세한 사항을 기제토록 함으로써 질문의 양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

람에 한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비용을 지불토록. ,

26)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61
27) Suzanne M. Gray, op.cit., p. 367-374
28) 의 경우 하루에 두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UCLA , , .

(Twice a day, Monday through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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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과 답변시간을 교내구성원들과 차별화해 여러 날이나 일주일정도의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 24
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기관간의 협령망을 구성할 필요성도 제시되

고 있고 전자우편을 활용한 서비스가 면대면서비스나 전화를 통한 서비스와 더,
불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선택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참고봉사 명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 ,
하므로 효과적인 이용증진을 위해 명확한 서비스명칭을 사용할 것과 웹페이지에

서의 위치가 이용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세세한 사항을 적도록

하는 질문양식이 참고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가능성을 줄여주지

만 오히려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
윌버 등이 뉴욕대학(Lara Bushallow-Willbur) (Three Library Units at the

의 온라인 참고봉사를 이용하는 이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자들과 질문방법에 관해 조사29) 한 바에 따르면 브리스토와 버클리, (Ann

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이 가장 많Bristow and Mary Buechley)
은 이용률 을 보였고 교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44%) , .30) 전체 질문에 대

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질문 건수 건 중 참고질문에 관련된 질문이 건, 485 338
으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문건수를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기본적인70% , ,
참고봉사 도구로 해결이 가능한 질문이 건 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251 (74%)
하고 있다.31) 더구나 이용자의 참고질문방법 선호도 조사에서 전자우편을 활용

하는 방법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32) 이 방법에 의한 참고질문이 갈수록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9) Lara Bushallow-Wilbur , op.cit., pp. 362-369外

30) 대학원생 명 교수 명 직원 명 대학생 명 졸업생 명(50 , 44%), (40 , 35%), (12 , 11%), (7 ,6%), (3 ,
등을 보이고 있다3%) .

31) 두 번째로 도서관 정책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관련 부서에 관한 질문이 건 으로, , 42 (12%)
그 다음을 차지했고 검색방법에 관한 질문이 건 그리고 책 잡지 구입과 관련한, 23 (7%), , ,
질문이 건 을 차지했다22 (7%) .

32) 이용자 참고질문 방법 선호도 조사

선호도 종류 사 람   %
면대면In person( ) 34 37
이메일via e-mail( ) 53 58
전화via Phone( ) 5 5

우편via postal mail( ) 0 0



42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온라인 참고봉사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자우편을 활용한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실태분석과 특

징 및 모형개발 그리고 참고봉사에 대한 평가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서들간의 참고협력시스템에 대한 개발33) 또한 진행되
고 있다.

효과적인 온라인 참고봉사를 위한 모형개발4.

온라인 참고봉사 흐름도[ ]

33) Christopher Tomer, "MINE and Electronic Reference Service." The Reference
Librarian 41/42(1996), pp. 3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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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고봉사의 전과정을 도표로 작성하면 위의 표와 같은데 이를 주요 단

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수립4-1.
효과적인 온라인 참고봉사를 위한 초기의 단계는 각 대학도서관의 상황과 인

적구성 그리고 현실에 적합한 온라인 참고봉사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
정책에는 상세한 온라인 서비스 안내 즉 서비스대상을 교내구성원으로 한정,
할 것인지 외부이용자들에게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대상과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제공할 때까지의 시간소요에 대한 답변기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유형예시 그리고 회신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디애나 대학에서의 조사와 경험을 통해 얻어진 몇 가지 원칙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라는 권고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참고질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
예를 통해 쉽게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또한 서비스명도 간결하고 명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서비스까지의 접근, ,
클릭수 접근방법 등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34)
브리스토와 버클리 도 온라인 참고봉사의(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성공을 위한 선행 조건 중 하나로 기본적인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 누가 도움을

보게되는지 누가 이런 도움을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
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5)
이러한 규정들은 이용자가 질문하기 직전에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이용자들의 불만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36)
이런 점에서 그림 의 인디애나 대학 온라인 참고질문 입력화면에 있는 서< 1>
비스에 대한 설명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4) Ann Bristow, op.cit., p.632
35)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62
36) 김휘출, , p. 195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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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디애나 대학의 서비스 정책 안내[ 1]

그림 문정순의 온라인 참고봉사 정책관련 화면 구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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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와 같이 문정순의 논문을 통해서도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규< 2>
정을 담은 서비스설명 화면37)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용자가 최대한 서비,
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브리스토와 버클리 는 서비스(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를 화면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키느냐가 서비스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서비,
스명을 기억하기 쉬운 말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쇄. ,
물과 전화의 자동응답 등 어디에서든 알 수 있도록 공고함으로써 서비스명칭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38)
이것은 홍보활동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용자안내와 이용에 대한 소개가 있어

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 질문4-2.
이용자가 참고질문을 원하는 경우 우선 질문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사서가.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필요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는 질문

양식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질문의. ,
부정확과 질문의 수준 및 질문자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답

변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 질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두 경우 모두 같은

질문양식을 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잘 설계된 질문양식은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정확하

고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참고사서에게는 이용자의 정보요,
구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39)

37) 문정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전자참고서비스 도서관학논, " ", 「
집 제 집, 26 (1997), p. 564」

38) Ann Bristow and Mary Buechley, op.cit., p. 460-461
39) 최지연, , p. 17前揭書



46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온라인 참고봉사에 관한 연구

아벨스 는 질문양식이 상담자가 요구주제를 충분히 이해하도(Eileen G. Abels)
록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마감시간 예산 참고자료의 수 자료의 수 자료, , , , ,
의 형태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자료제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용자의 지식정

도 교육정도 등을 파악해 답변자료를 적절히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0)
이런 주장은 전자우편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

에 부정확하고 잘못된 질문의 입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와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답변자가 최대한,
빨리 질문을 이해토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벨스 는 또한 질문양식의 필요성으로 초기에 고객과 비조직(Eileen G. Abels)
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보다 질문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초기에 완벽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질문이해를 위해 주고받는 메시지의 수를 줄.
이는데도 효과적인데 즉 마감시간 정보의 양이나 형태 지역 기간 난이도 언, , , , , ,
어 등과 같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정보를 포함하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런 지적들과 함께 문헌에 나오는 면대면 참고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때

사용되는 질문양식을 예로 삼아 이것을 다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실제 질문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첨부자료 질문양식을 구상하는 시점에서 다양하게< 1>
응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의 참고질문양식 첨부자, Creighton University Health Sciences Library <
료 과 문정순의 온라인 참고질문신청양식 첨부자료 은 이용자의 요구2> < 3>
를 정확히 담아내는 방법들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세한 사항을 적도록 하는 질문양식이 참고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정,
보를 빠뜨릴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오히려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1)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사서의 답변4-3.
참고사서가 답변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 전에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답변이 만들어. ,
질 수 있고 질문자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 . ,

40) Eileen G. Abels, " The E-mail Reference Interview," RQ Vol.35, No.3(1996), p. 353
41) Suzanne M. Gray, op.cit., p.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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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는 다른 대화기술이 필요한데 문장의 조심스런 읽

기와 해석 즉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기에 질문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재차

명확한 질문과 질문의 상세한 이해를 위해 이용자와 질문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주제확인을 위한 질문협상이 두번 이상 길어질,
경우 전자우편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대체수단(in person,

등 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telephone, ) .42)
이런 질문의 파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자료를 찾은 사이트나 출처를 상

세히 적어줄 필요가 있고 검색엔진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키워드를 밝힘으로,
써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익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참고봉사에서는 특히 질문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체적인 질문을,
접수하는 담당사서와 부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이용자들이 세분화된

분류를 구분하지 못하여 질문처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
서관 현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이용자,
들의 질문이 초보적인 수준이므로 전체 질문 중에서 온라인 참고봉사 담당사서,
에 의한 즉답이 가능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3) 이용자들
에 있어 질문의 범주나 도서관 조직구조를 정확히 나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며 잘못된 서비스범주로 질문을 보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전.
체질문을 한곳에서 접수하고 해당부서나 주제별로 배분하는 담당자와 부서가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는 답변과 질문에 대한 분야별 통계와 테이터 베이스화

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다른 질문자의 유사

질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도 담당해야 한다 이 경우 질문.
이나 답변을 비공개로 하길 원하는 이용자의 경우 질문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

도록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반복해서 문의하는 주요 참. ,
고질문과 해답들을 담당사서가 선별 관리하여 FAQ(Frequently Asked

로 활용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Question) .

42) Eileen G. Abels, op.cit., p. 355
43) 김휘출, , pp. 189-192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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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판단4-4.
참고사서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지는지를 판단

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수단은 이용자 반응 이다(Feedback) .
이것은 이용자들의 질문과 참고사서의 답변과정을 거쳐 얻어진 정보가 이용자

의 입장과 판단에서 적적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차 정확한 정보

를 요구하는 수단이자 제공한 정보가 이용자를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판단과 정,
보제공의 전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정보제공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참고봉사기능의 평가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데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기적인 설문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결 론5.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참고봉사는 이제 도입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참고질문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서비스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더구나 서구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이용자 홍보,
와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구상이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참고봉사 현황조사를 통해 얻어진 문

제점들 서비스명 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위치 홍보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이, ( ) ,名

용저조 그리고 주제사서의 부족과 같은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첫째 보다 구체적이,
고 현실성있는 온라인 참고봉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다양

하게 사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용자에게 웹 양식 을. , (Web form)
통한 체계화된 질문양식을 제공하고 이곳에 질문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질문의

의도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참고사서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기입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사서가 답변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
면 질문한 이용자와의 질문협상을 통해 질문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별로

해당사서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답변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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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적절히 활용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게시판을 활용하고 이용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는 자주 반복되는 질문을 정리해 로 활용하는FAQ(Frequently Asked Question)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답변을 받는 이용자의 판단과 의견을 모을 수. ,
있는 장치를 활성화해 답변이 부족할 경우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함

께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참고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면대면 서비스나 전자우편 그리,
고 전자게시판 어느 하나의 방법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함께 활용하는 방,
안이 효과적이며 화상 인터뷰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모형 또한 이와 같은 방향

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질문의 질

적 수준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사서의 양성과 재교육

방안 그리고 각각의 대학이나 담당사서간에 혹은 타 기관과의 주제별 협력체계, ,
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이용. ,
자들에게 도서관 접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궁극적으로,
이용자들과 도서관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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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아벨스 의[ 1] (Abels) Search Reques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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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의 참고질문양식[ 2] Creighton University Health Science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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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문정순의 온라인 참고질문신청양식[ 3]



디지털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

홍 현 옥1)

목 차

서 론1.
정보 접근원으로서의 도서관2.

정보의 평등화2.1.
디지털 도서관2.2.

디지털시대 공공도서관의 존재이유3.
잠재적 이용자3.1.
유아를 위한 모자열람실3.1.1.
어린이 독서3.1.2.

일상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3.2.
공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3.2.1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기관3.2.2
노인들의 휴식공간3.2.3

세기의 대안 공공도서관4. 21 -
결 론5.

서 론1.

과거에는 도서관이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종,
의 정보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필요(Dam) .
한 정보를 온라인 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검색하는 정보의 직거래 시대가 된DB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전달과정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이라는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성급한 논리를 제기하기도 한다.

1)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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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볼 때 전자 미디어가 어떤 특정 주제 분

야에 대해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지 못하다 도서관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컴퓨터 자판을 누르기만 하면 많.
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정보 그 자체가 배움을 주거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여러 사실들을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
통해서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관련하, .
여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책으로 대표되는 기존 미디어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인터넷으

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이용 대상의 제한 없이 다목적의 정보전달 및 교육.
의 장으로서 또한 균형적인 인격을 갖춘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시민복지기관으로 일반 대중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 쉬운 도서관이다.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만인의 대학으로 공식 교육 제도에 대한 확실한 보조

수단으로 교육기회의 확대 연장은 물론 디지털시대에도 주민들의 삶에 즐거움과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디지털시대에 공공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모

습으로 다가서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정보 접근원으로서의 도서관2.

정보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지

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주로 도서와 잡지 같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전자매체가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있어서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아

가기 때문에 이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정보의 폭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쇄매체로 이루어진 도서관의 장서만으로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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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서비스도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봉사를 확대하여 전자매체를

통한 봉사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만 의미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평등화2.1.
정보란 전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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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세기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19

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었고 영국에서 도서관은 노동자 계급,
에게 사회의 부유층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적 격차

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공정함은 정보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민촌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도 정보 환경의 차, ,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에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

며 정보접근에 있어서 평등화를 실현하는 정보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시대라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으.
로 제기되는 정보 불평등 문제를 공공도서관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즉 공공도서관은

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과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대차 특히 타1) ( )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중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에게 자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 및 정보 제공2)
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멤버쉽 을 부여해야 한다(Membership) .

2) 박인웅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 30 1 (2000「 」

년 월3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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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이 정보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3)
컴퓨터와 온라인망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상업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4) .
공공도서관은 수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 가공하5) ,
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정보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사회

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3)

디지털 도서관2.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전파하는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이

요구됐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지난 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디지털 도서90
관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책의 형태뿐만 아니라 영상정보 자료까지 스캐너 문자. ,
인식기 광파일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고 이를 도서관의,
컨셉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화상단말기 한 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의 창고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
처럼 지식의 접근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지식의 전파속도와 양에 대해서는 엄

청난 효과가 창출된다.4)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 지는 것이 컴퓨터이고 인터넷이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은 정보 전달의 한 수단일 뿐이고 그 근원에는 결국 책이 자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책 같은 매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것 또한 책으로 독자를 이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맥클루어 는 네트워크 사회의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McClure)
있다.
즉 개개인들이 직접 디지털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접근한 디지털 형태는 단순히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편집하고,
개정한 후 전하고자 하는 여러 대상에게 그 정보를 보낼 수 있어 개인이 정보의

가공 및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점 사회 구성원을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는,
단지 학술정보뿐만 아니라 쇼핑 금융 교육 등 생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어 다, ,
양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 황혜선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 ",「
지 제 권 제 호 년 월30 4 (1999 12 ), p.292」

4) 디지털 타임즈 년 월 일자(2000 11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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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도 필요한 기관은 여과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네트워크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소장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뿐 만 아니라 외부 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정1)
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가공하고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2)
생산하는 기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 이용자가 정보 지식을 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3)
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

여러 형태의 정보를 소장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케 하는 기4)
능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 관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매체에 수록된 정보5)
및 지식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연결시키고

적합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기능 등이다.5)

미래사회는 고도 정보사회의 전개로 표현될 수 있다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작고 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모든 개인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네트워

크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화 한 수천권의 도서를 클릭 몇 번으로 검색 열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단답형 질문 등 간단한 질문에는 인터넷을 통한 검색 도구에서 자신이 찾.
고자 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도서관 방문 시

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오하이오대학의 사서 캘롤 휴즈는 웹을 통해. “
쉽게 책에 접근한 후 마음에 들면 당연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을,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이라고 말한다” .6)

5) 김태승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부산도서관 연구세미나 년 월, " ". 2000 6 , p.14「 」

6) 한국일보 년 월 일자(2000 6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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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아래와 같은 능동적인 역할들을 지식 정보 봉사와 함께 수행함,
으로써 디지털시대에도 전통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시대 공공도서관의 존재이유3.

현대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한, ,
다.
인터넷 개인주의 시대에 책 읽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욱 신나고 재미있다

고 말하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케하고 인간다움을

일깨어 주며 또한 와 대중매체에 중독 되어 가는 어린이들에게도 동화나 그, TV
림책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 모험심을 길러 주어야 할 곳도 바로 공공,
도서관이다.

잠재적 이용자3.1.
유아들을 위한 모자 열람실3.1.1

선진국 국민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시킬 때 도서관은 즐거움이 있, ‘
는 곳 꿈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부모들이 심어 준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 ‘ ’ .
께 도서관에 와서 견학을 시키기 시작한다 도서관은 생활 교육의 장 가운데‘ ’ .
가장 이른 시기에 학습되는 생활 교육 공간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익히 알고 있

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아울러 무한한 상상의 나.
래를 펼치며 그림책 속으로 빠져든다.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래도 가르치고 장난감을 가지고 뒹굴며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기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년기에 도서관에 대한 즐거운 학습을 시작함으로써 아주 어려서 머

리보다 가슴에 입력된 도서관에 관한 즐거운 기억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의

등대로 인식될 것이다.
요즈음 어린이들은 책보다 텔레비전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 말을 알아듣지 못.
하는 아이들도 텔레비전의 영상이나 소리에 빠져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다.
정한 목소리의 자장가나 동요책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은 즉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과장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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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보아도 좋지 못한 것 투성이인 를 아이들이 중독되어 본다는 것TV
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을 줄 뿐 아니라 그 이미지가TV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쳐 생각할 겨를도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할,
시간도 없이 흘러가 버린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은 자신의 생각은 할 필요. TV
없이 수동적으로 가 주는 이미지만을 받게 되므로 독창적인 생각은 불가능하TV
게 된다.7)
그림책은 소리와 아름다운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림들로 이루어진 문학으로,
유아가 경험하는 문학과의 첫 만남이다 또 아이들의 상상력에 호소함으로써 아.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8)
비록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표현이 불가능한 아주 어린아이라도 생각과 느,
낌은 다 가지고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 속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
고 편안하게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바로 아기 때의 독서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가 책을 읽는 다는 것은 아이들 장래 독서경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
므로 책은 어릴 때 많이 읽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림책은 아이들이 기본적.
으로 갖추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창의력을 발달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정서가 풍부해. ,
진다 그러므로 감성지수 가 발달한다. (EQ) .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

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다섯 살까지가 중요하다.9)
학부모들은 조기 영어교육 조기 피아노교육 등에는 관심을 두면서 조기 독서,
교육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풍부한 어휘력과 사고력은 독.
서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조기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다 사교육비가 비싸고 독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요한 유아기의 독서 습관을 제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공공도서관의 모자실이어야 한다 유아기.
독서의 중요성을 부모와 사서가 다 함께 인식하고 구연동화 책 읽어 주기 외에,
도 영화 보여주기 게임하기 등을 하여 도서관은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 ,
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7) 송영숙 창의적인 독서교육 어린이와 독서 제 집 년, " ". 20 (1999 ), p.23「 」

8) 유아교육연구회 아이는 놀이로 배운다 서울 시간과 공간사, : , 1993, pp.120-121「 」

9) 닷슨 아기를 훌륭하게 키우는 책 서울 하늘출판사F. , : , 1990, p.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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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도서관 이용자로 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의 미래도 건재할 것이다.

어린이 독서지도3.1.2
도서관에서는 일일 독서교실을 열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좋은 책 선정하는 방법 등 책읽기에 대한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교. ,
실을 열고 독서지도를 하여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책에 자연스레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

가도록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미국의 어린이 열람실은 책만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인형과 장난감 같은 놀이.
감도 함께 갖춰져 있다 도서관측은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신경 쓴다 도서관마다 동화를 자연스럽.
게 들려주는 스토리 텔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부 도서관에서(Story telling)
는 스토리 텔링을 하는 조그만 강당을 마련해 두고 있을 정도다.10)
또한 어린이들에게 독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책읽어 주기 책표지 그리,
기 책광고 만들기 독서권장 표어 짓기 등을 하고 또 그들이 독서를 한 후 사고, ,
력이 신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토론하기 글의 줄거리 만화 그리기 주인공에, ,
게 편지쓰기 등장 인물의 마음씨 행동을 칭찬해 주는 상장쓰기 등으로 독서체, ,
험을 소개하도록 하는 방법도 권할만 하다.11)

10) 부산일보 년 월 일자(2000 10 20 )」

11) 이영민 흥미유발을 통한 사고력 신장으로서의 독서교육 어린이와 독서 제 집, " ", 21「 」

년(2000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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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라는 책의 저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어린시절 별에 관한「 」

관심이 많아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스타에 관한 책을 보고 싶다고 하

였더니 허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배우에 관한 책을 보여 주더라고 한 글

을 읽은 적이 있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도 어린 시절 동네 도서관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물론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칼 세이건과 빌게이츠의 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신창원 그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시골 마을에 아담하고 정감 어린 작은 도서관이 있

었더라면 그래서 그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이란 현실 탈출,
구가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다.
어릴 때부터 독서하기와 같은 고급문화에 젖어 들면 자라나면서 더 이상 나쁘

거나 저속한 문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느껴보는 대신에 쉽고 편

한 것에만 길들여지고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컴퓨터 오락 같은 것에만 흥미를 가

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변의 독서 환경을 어른들이 충분히 가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간3.2.
첨단과학의 발달로 복제 인간까지 만들 수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일상사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사는 디.
지털화된 획기적인 도서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
에서 삶의 가치를 빛내 주고 여유롭게 해 주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더욱 크다

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준 반면에 오

히려 사회가 구조화되어 가면서 그 구조 속에서 조금의 여유도 없이 짜여진 채

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오로지 경제적이고 물질.
적인 것만 중요시되어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해 짐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이 퇴색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인간으로서의 여유를 찾고 정신문화를 회복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독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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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독서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

다 공공도서관은 책만 있어 지식을 얻고 정보만 입수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
벗어나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편안하게 자기가 읽고 싶.
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강연회를 듣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원처럼 녹지가 우거진 곳에 도서관을 지어서 심.
신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3.2.1
독서는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격형성과 창의력 계발을 위

해서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서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가치.
관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컴퓨터 마우스의.
클릭 한번으로 쉽게 정보와 오락을 접하게 되면서 독서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
하기 보다 단순하고 즉흥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전자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통해 사색하고 줄거리를 생각게 하고 의리 있고

용감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며 진지함을 가르치면 가볍게 행동하거나 방탕, ,
한 생활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켜 줄 뿐 아니라 그 결과 게으름과 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길러져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래 적힌 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선비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시골,

큰 강물을 건너게 되었다.

강 건너 배에서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붐비고 있었는데 한 아이,

가 인사를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친구의 아들인 것이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

강을 건넌다고 했다 선비는 인사를 받고 강둑을 저만치 걷고 있는데 그만 강. ,

한 가운데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로 야단법석이었다 타고 온 배에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 배가 뒤집혀 모두 강물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걸 어쩌나. “ .

그 친구의 아들도 물에 빠져 죽다니 정말 맥이 풀려 더 걸을 수 없었다 어” .…

쩔 수 없이 친구의 대문에 들어서자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반겨 주었다 그 친.

구는 벼슬을 하다 지금은 책과 더불어 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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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찾아온 선비가 너무 수심에 차 있어서 이상히 여겨 물었더니 자네 아“

들이 그만 물에 빠졌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골 친구는 태연했다 내 아들이” . . “

물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 까닭은 평소에 책을 많이?” .

읽은 아들은 위험이란 내용의 글을 통해 어떤 일에나 사고하고 판단하여 행하‘ ’

여야 한다는 걸 늘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을 만큼.

사람이 많이 탄 배에 아들이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사고력과 판단력을 믿.

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버님 강 건너 마을 진사님댁 어른을 뵙고 아버님께서“ ,

주신 것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아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물.” .

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의 아들이 늠름하게 들어오자 얼마나 기쁘고 반

가운지 .… 12)

또한 놀이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들만

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 외에도 문화시설 기반을 조성

해서 인터넷 시디롬을 하다가 음악도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비디오도 볼 수, ,
있게 한다 또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즐거운 문화공간을 연출해 주면. ,
청소년들이 도서관이란 밀린 공부나 하고 가는 메마른 공간이란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이다.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3.2.2
바쁘거나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 많,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절실하게 도서관의 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무료해 하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도서관

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아이들 독서교육

시키는 방법에서부터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미

나를 일년 내내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

다.13)

12) 김완기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토론 독서발표력 기르기 어린이와 독서 제, " " 20ㆍ 「 」

집 년(1999 ). pp.31-32
13) 전성희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시의 독서교육 어린이와 독서 제 집 년, " ", 21 (2000 ), p.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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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독서 토론회도 더욱 활성화하여 책과 멀어지기

쉬운 주부들을 도서관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도소와 같은 소외된 곳일 수록 그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어느 외국 영화를 보니 교도소에.
서 북트럭을 밀고 지나가면서 필요한 책들을 죄수들이 골라서 읽도록 하던 장면

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동도서관은 교도소 고아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항상,
먼저 찾아가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3.2.3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노인 인구

가 많아 질 것이다 이들이 노년을 홀로 외롭게 지내거나 경로당 같은 데서 무.
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사색하며 자기의 살아 온

생을 돌아보는 여유도 가지게 해주며 또한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즐거움을 만,
끽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휴식 문화공간을 공공도서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도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특.
히 실버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노인 복지 시설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노

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들도 시민으로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기의 대안 공공도서관4. 21 -

예로부터 독서를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풍부히 하며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간성의 말살과 인간소외 등이 한층 심화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독서를 통한 문학적 문화가 창조되어 과학 기술적 문화 이성적 문화 외래 대, ,
중문화 등을 극복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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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인터넷 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배경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인터넷의 발전도 결국은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양만 증가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14)
우리는 정보가 곧 배움 인양 속고 있지만 정보 그 자체는 지식도 지혜도 주지

않는다고 데이터 스모그 의 저자 데이비드 솅크는 말한다.「 」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물질과 기술 중심적 사회에서 디지털 시대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문명의 그늘에서 숱한 인간들이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다는 것

은 결국 문명의 발달이 온전하게 인간을 이상 세계에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입증한다.
추위와 배고픔은 잊었지만 따사로운 인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기계문

명의 발달이 가져다 준 역기능적인 것이다.
날이 갈수록 물질 문명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치열한 자기 성

찰과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독서는 인간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 시대의 우리들은 더 힘든.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고도로 발달한 문화 환경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놀랍게 변해버린 생활 환경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전파 매체의 정보 수

용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실행에 옮겨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꼭 읽어야 할 글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읽을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국민들은 책을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제도 속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독서 교육이 실천되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그 자체로서 전인적인 인간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됨을 생각할 때 독서와

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고 하겠다.15)

14) 조선일보 년 월 일자(2000 11 15 )「 」

15) 정근 독서는 인간교육의 기본 어린이와 독서 제 집 년, " " 19 (1998 ), pp. 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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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도 한국 성인의 여가활동중1999
독서 비중은 불과 였다 시청 신문잡지 보기 휴식에 이어 꼴찌이다 고6.8% . TV , , .
교생은 음악 통신 인터넷 비디오 컴퓨터 게임에 이어 책읽기가 역시TV, , PC , , ,
꼴찌 였다(4.8%) .16)
중학생이 용돈 때문에 폭탄제조 사이트를 운영하고 초등학생이 자살 사이트를

드나들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러한 사건들도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 독서

실태조사의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여겨진다.17)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상교육을 받고 독서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무방비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저속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독서를 할 때에 가능하다.
정보화시대나 문화 전쟁시대에는 물질적 자원보다는 상상력이 더욱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상상력은 서정적인 환경과 독서를 통해서 만이 나올 수

있다.

결 론5.

갈수록 인터넷 이용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출판연구소가 년 조사한 우1999
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은 권으로 같은 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 따른9.3
일본 성인들의 년 평균 독서량 권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컴퓨터가1 18 .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저절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만 투자를 하고 또 뭔가를 이

룩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다른 앞 선 나라들처럼 독서를 통한 일류 국민에의

길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16) 세계일보 년 월 일자(2000 10 31 )「 」

17) 매일신문 년 월 일자(2001 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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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유명한 나라이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에게 매일 아침 분간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인터넷10 .
영상시대에도 독서가 밑받침되지 않는 정보화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밖에 없다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되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국력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공공,
도서관은 선진국 국민으로 가는 최선의 문화시설이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의.
독서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

관이 보다 중심적인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린이의 창의력을 위한 독.
서 시민의 재교육 청소년이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데, ,
진정한 책 한 권의 힘이 그 무엇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

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

서관 이용만 제대로 하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 서술한 것들은 피상적이나마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상기시켜 보았다.
급변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황폐해 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

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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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laned in the form of a case study to exactly describe
librar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practical experiences and opinions of an
escaped North Korean whom we had chosen for this study. A manuscript
obtained from this North korean was written in the text and the opinions
different from the related data in comparison with the facts known by now
were on the footnot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bout basic fact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such as their function, object, operation system,
use purpose, use program, library collection and others, as well as specific
thing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such as military march library, home
library and others.

1) 통일부 정보자료담당관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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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북한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수행하였지만2) 그때마다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3) 그래도 필자의 경우에는 통일부 북한자료센

터에 근무하는 관계로 다른 연구자들보다도 최근에 발간된 북한 자료를 쉽게 접

할 수 있었고 접근 기회도 많이 갖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늘 불만스러운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
실이다 그것은 어렵게 입수한 북한자료 마저도 대개는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검.
증 작업 역시 남북이 분단된 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

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 과학기술서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문헌

들이 소위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당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글 자체의‘ ’
문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온전한 해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도 엄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북한 도서관에 대한 연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책

을 통한 사상의 전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상의 전달이라는 측면은 인

류의 보편적 사상이나 문화의 전달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북한의 도서관이 김일,
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4) 따라서 북한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이와

2) 필자는 년 년 년과 년에 북한도서관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한 바1994 1995 , 2000 2001
있다 참고문헌 참고( ).

3) 북한자료 특히 과거의 북한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남북한 모두 과거의 자료에, .
대해 그 보존과 이용에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김학준은 년 월. "1945 8 15
일 해방의 그날에 서울의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방송했고 평양의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방송했는지의 기록은 서울에도 평양에도 없으나 미국에는 남아 있다 미국의 해외방송정. ‘
보처 는 전 세계의 방송들을 들으면서 영어로 번역해 매일같이 일일 보도라는(FBIS)’ ' '
책을 출판해 왔기에 해방 년의 남북한의 방송 내용 한국전쟁 개월의 남북한 방송 내3 , 37
용을 전부 읽을 수 있다 고 지적 하면서 올바른 기록문화가 남아있지 않은 남북한을 비"
평한 바 있다(http://www.hammer.co.kr/22/colum_14.htm

4) 직접적으로 조선말대사전 에서도 도서관을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1992) "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 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
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관리하3
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이용된 북한 도서관은 우리 나라의 도서관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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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상적 측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북한 도서관의 본질을 밝히,
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난 해 월부터 연속적인8
단계별 연구 계획을 세워 수행해 왔다 먼저 단계는 철저히 원전에 기술된 원. , 1
문에 입각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원전보다는 차. 2
자료 인용 중심의 부정확한 연구가 많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를 위.
해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써 북한의 모든 정책적 기조

와 김일성의 사상을 담고 있는 김일성저작집5)을 대상으로 하여 이 저작집에 소

개된 북한도서관 관련 김일성의 담화 내용을 모두 추려내어 분석대상으로 삼았

다.6)
다음 단계는 단계 연구에 대한 검증 작업이었다 김일성저작집은 북한의 대2 1 .
외관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몇 차례 수정 편집이 이루어졌던 자료이다, .7) 또한
조선로동당 정책에 의해 김일성의 통치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여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사건과 담화 내용 그리고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된 김일성,
의 퍼스낼러티를 나타내는 각 종 자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
자는 특히 연구 목적 상 김일성의 개인사적 측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김일성 전기와 관련 비평 문헌 등을 참고하여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8)

5) 김일성저작집은 김일성이 출생한 년부터 사망 년도인 년도까지의 북한 역사와1912 1994
그의 통치 행태를 담고 있다 북한은 철저한 인 지배체제 국가로 김일성의 교시로써 온. 1
나라가 통치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도 유훈 통치라는 세계사에 없는 통치 행태를 보여온

만큼 그의 말이 곧 법이요 실천 강령이었다 따라서 이 저작집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북.
한 연구의 핵심자료로써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인과관계(cause and

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볼 수 있다effect) .
6) 이 연구는 년 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북한도서관의 성립2000 9 38 "
과 발전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전체 권의 김일성저작집" . 47
의 내용 중에 도서관관련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으로 도서관과 관련하여 담화를' '
발표한 것이 건이었고 도서관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건으로 모두 건6 , 70 76
에 해당되며 이는 김일성의 도서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근

거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7) 김일성 저작집은 최초 김일성선집 제 판 전 권 편 김일성선집 제 판1 (1953-4, 4 134 ), 2

전 권 편 김일성저작선집 전 권 편 김일성저작집(1960-64, 6 124 ) (1967-87, 9 202 )→ →

권 여편 실제 김일성의 담화나 연설문은 권까지 기록되어 있고 권(1972-, 50 1,500 : 44 , 45
부터는 김일성의 회고록으로 채워져 있음 김일성전집 권 으로 체계화되었), (1992-, 33 -)→

는데 네 차례이상 개작과정이 있었으며 김병로 특히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선전( , 1993),
선동부 문화예술과를 맡았던 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성의 유일 지1969
도형태를 체계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모든 저작들을 편집 재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대숙 이 김일성저작의 수정내용은 김병로 와 전미영 의 연구에 잘 나( , 186). (1993) (2001)
타나는데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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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북한에서 도서관 생활을 체험했고 김일성저작집으로 학습을3 ,
받았던 북한출신 인사의 증언과 서술을 확보하여 단계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와2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작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도서관 사서출신이 있는가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필자가 업무상 수행하고 있는 북한실상토. 『

론회』9)에 강사로 참석한 인사 중에서 북한 도서관의 경험과 실상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기술을 해 주겠다는 인사가 있어 섭외에 나섰다, .
그 인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신의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신의주시 고등중,
학교에서 물리교사를 하다가 년 월 서해 공해상을 경유하여 인천항으로 귀1997 5
순한 사람이다 년생으로 아직 젊고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층은 아니지만 학. 1968 ,
교 선생으로서 다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바 있는 지식층에 속한다는 점

에서 북한도서관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북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이 글의 제목처럼 일반적인 북한 사람으로서 본

북한 도서관의 평균적인 체험자로서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 실제 탈북 인사.
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쟁을 경험한 우리의 아버지 대의 사람들보

다도 더 철저한 반공주의자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8) 이 연구 결과는 금년 월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에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3 · ( 32 1 ) "
정에 김일성이 미친 영향 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9) 북한실상토론회 는 대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귀순자 과 통일문제( )』

전문가를 초빙하여 북한의 사회 실상을 비롯하여 관심 주제에 대하여 문의하고 토론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참고( : http://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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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 그 출신성분에 따라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대단히 다르다 어쩌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북한 사회를 객관.
적으로 바라 볼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시.
각을 고려하고 이 작업에 참여한 인사의 지적 수준과 전공 범위를 고려하여, 1
단계 연구 결과에 대한 비평과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등 기본 적인 질문에,
더해서 필자가 수년간 북한의 도서관에 대해 연구하면서 의문이 났던 문제들을

질문지 형식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단순한 질문지.
기술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원고를 제출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소정

의 원고료를 제공하였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다행히도 필자의 이런, .
마음을 의식해서 인지 탈북 인사는 여일 동안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자10
신의 체험과 다른 동료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용지로 장이나 되는 북한A4 16 ‘
도서관에 대하여하는 장문의 원고를 내게 넘겼다 들 뜬 마음에서 이 원고를 검’ .
토해 보니 글 전체에 걸쳐 진지하게 논구한 흔적이 엿보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을 적시하여 이 글 자체만으로도 사례연구로서 그 자료가치가 충분하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계에서 단계까지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3 2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최초의 계획이 다소 수정되었다 일부 이 글의 내.
용은 기 발표된 단계 논문에 인용하였지만 이 북한 인사의 글 전문은 본고의2 ,
본문에 삽입시켜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이 번 논의의 중심에 그를 세우기로 하였

다 필자는 다만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다듬었고. ,
우리말과 다른 북한 언어 중 이해하기 힘든 말은 알기 쉽게 고쳤다.10) 그러나
북한의 언어 습관상 정서적인 어투가 그대로 들어 나는 것이 북한의 분위기와

느낌을 반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었고 내용의 보충이나 사,
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내용상 탈북 인사의 주관성이.
나 개인적 느낌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글조차도 일절 수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글의 본문 단원 은 필자의 글이 아니라 앞서 말한 탈북 인사( )Ⅱ
의 글로써 필자는 다만 편집 기능에 더하여 사실 확인과 추가 기술을 각주로 처

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10)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과 북한어의 이질적 요소를 다룬 논문으로 년 월 일1999 11 19-20
제 회 전문용어언어공학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최석두의 북한 관련 문헌처리를 위한 시2 "
소러스 개발 이 있다" (http://203.255.164.144/swboard/thesis/term/korterm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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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으로서 겪어 본 북한도서관의 제 현상.Ⅱ

북한도서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은2.1 ?
북한 당국은 기초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
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의 기초과학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으.
며 평균적으로 볼 때 중국에 비해 본다고 해도 교육수준이 높고 정신 문화적으,
로도 문명한 편이다 이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함께 도서관 서적의.
역할도 매우 크게 작용해 왔다고 본다 또한 남한보다 먼저 인민학교와 고등중.
학교에서의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11
실이다.11)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도 북한 당국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이 김일성저.
작선집을 비롯한 많은 문헌을 통하여 말끝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생활

을 걱정해 왔다고 하지만 오늘날 생산수단의 낙후와 노후 올바른 제품하나 제,
대로 생산할 수 없고 자체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망가,
진 북한의 경제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진정으로 김일성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왔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문헌들을 보면 다른 나라의 그 어느 지도자보다도 김일성이 옳은 소리 는 혼, “ ”
자서 도맡아 놓고 많이 해 왔지만 제대로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도서관에 대한 나의 소견을 몇 가지 피력한다면 우,
선 북한사회에서의 도서의 본질과 목적 도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것은 도서의 본질과 목적 그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한 사. ,
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히.
고찰하는 것이 북한의 도서관을 연구하는데는 물론 북한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서도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사회가 형성.
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상황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것은 한 시대의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한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과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1) 북한은 년에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제 년에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 년부터1956 , 1958 , 1972
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일1 11 (
성 저작집 권32 , pp.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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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년대 북한사회가 형성되던 당시에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 1940
는 지주 자본가 친일파 등 착취 계급을 완전히 청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 ,
권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 시기에 못 먹고 못살던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의 사

회가 세워졌다 이때에 실시된 계급정책은 당시 대다수의 대중이 피 착취계급이.
었으므로 대체로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에 절대 다수의 인민들은.
거의 배우지 못해 무지몽매한 상태였다 그래서 새 사회건설을 이룩하고 나아가.
북한의 미래를 설계하며 더욱이 인민들에게 김일성이 수령으로서의 지위문제를,
각인 시키고 파괴된 나라의 경제기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깨우쳐야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또한 교. ,
육을 위해서는 도서가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도서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의 일환인 문맹퇴치운동이 줄기

차게 벌어지게 되었고 많은 문학자들로 하여금 사회 역사 문화 등과 관련된 많, ,
은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본은 김일성의 주위 인물들을 비롯한 항

일유격대와 조국해방전쟁 영웅들의 투쟁사와 김일성의 가계를 각색한 내용을“ ”
기본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년대부터 출간된 북한 서적을 보면 대부분 이. 1970
러한 내용의 서적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 많은 서적들도 비중 있게 출판되어 왔는데 남한의, “
군사 통수권은 미군에 있다 그 때문에 남조선 당국은 괴뢰 정권이며 미군의 구.
두 발에 짓밟히고 있고 한줌도 안 되는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를 받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혁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조선 괴뢰들은 북침을 위하여 전쟁 연습과 분계선 도발.
책동을 감행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허리띠

를 졸라매고 참아야 한다 는 것이었다 즉 북한인민들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전” .
쟁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기 전에는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

상교육을 서적을 통해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많은 북한 서적들의 내

용만 보아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에서 가.
르치는 교과서의 내용만 보아도 매 제목이나 단락마다 김부자의 우상화와 정치

방향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고등중학교는 물론 대학 입학시험제도에서 입시과목이 위대한 수령, ‘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수학 물리 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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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외국어 영어나 로어 체육의 순서로 되어 있다’, ‘ ( )’, ‘ ’ .12) 그 중에서도 정치 과목,
즉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혁명역사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낙제 점수가

나오면 대학 입학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정치성을 강조하는 등

그 비중을 크게 두었다.
이외에도 북한의 노래집이나 시집 교과서 소설 등 모든 서적들을 보면 김일, ,
성이나 김정일의 명제가 들어가지 않은 책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사상

교육과 우월성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분량 많은 정치 사상교육.
을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순수한 자연과목 기초과학 발전( )
에 대단히 큰 지장을 받아 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13) 대표적으로 주체
사상 수령론 김일성 저작선집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회고록, , , , 14) 등 각
종 혁명 서적들을 통하여 전 인민을 유일 사상 체계화하여 공산주의적 혁명인간

으로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며 현 남한 사회를 사실과 달리 비판한 소설책,
들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는데 그것이 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본다.
다른 한가지 실례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라는 곳에 가면 일명 구호나무‘ ’ ‘ ’15)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년경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에 진출하여 김, 1930
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찬양하여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썼다고 하면서 북한당, , ,

12)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력사 외에도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의 혁명력사를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기본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우상화에 치중하였는데 관련 자료가 많

이 있다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탁월한 군중정치활동가이( , /1982,
신 김정숙동지 리의규 저 공산주의 녀성혁명가 김정숙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금성. /1989, .
청년출판사 편 불굴의 혁명투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김일 저 불요불/1983, . /1979,
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금성청년출판사 편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빛. /1978,
나는 귀감이신 김정숙녀사 근로단체출판사 편. /1980).

13)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 대학의 경우 보통 년제로 운영(http://168.126.27.66/) , 3-7
되고 있는데 연 개월의 노력 동원이 있고 대학과정 중 개월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해야3 , 6
한다 또한 정상적인 대학교육도 정도가 정치사상과목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40%
있다.

14) 김일성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는 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으나 년 갑자" " 1992 1994
기 서거함으로써 그 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로동당출판사에 의해 계승본 형식으로.
이어져 년 권까지 발행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 서대숙 에 따르면 김일1998 8 . ( , 2000) ,
성 사후의 계승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15) 해방 이전의 항일투쟁 당시 빨치산 대원들이 생나무 껍질을 벗기고 각종 구호를 새겼다
예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백두광명성에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는( : , )
나무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구호나무를 발굴하는 사업을. 1980
시작하여 백두산을 비롯하여 평양 평양북도 황해도 구월산 등 북한의 전 지역에서, , 1989
년 월말까지 천 백 여점의 구호나무를 찾아냈다고 한다 북한대사전 조선말대사9 7 1 70 ( 1999,
전 이 외에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 구호문헌이라는 의미의 구호문헌이 있1999). ' '
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반영한 구호들과 글발을 새긴 천연바위를 일컬어 구호바위라, ' '
고 하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명산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널려있

다 조선대백과사전( 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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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이러한 거짓 증거물들을 서적이나 잡지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재에까지 넣,
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이것은 곧 김일성이 조국을 해방한 위인으.
로서 수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 당국은 이

러한 것들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서적과 잡지를 활용해 왔다.
북한의 대중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으로는 인 당체제 경제적으로는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원리 즉 기존에 비하여1 1 ,
더욱 철저한 지배계급이 생겨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들에게 차려

지는 것은 고작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보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간되는 모든 서적이나 정치 노선이 특권층의 배만 불려주고 또한 절, ,
대적인 우상화와 인 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만 이용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1 1
되면서부터는 도서관이나 서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년제 의무교육 무료교육에 관해서11 ,
도 그렇다 북한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월급이 최저 임금 즉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의 적은 보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교육비까지 지불하고 공부해야

한다면 아마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것은 북한 경제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우선 근로자가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대상에 투하한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보수를 받기 이전에 이미 국가에서 거의 대다수의 가치를 회수,
한 나머지를 보수 임금 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년제 의무교육제도. 11
라고 하여 실시해 온 것은 한 국가로서 응당 해야할 일을 해 온 것이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북한의 교육제도의 발전노력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

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나름대로의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교육과 사회,
주의 공산주의 사상교육이라는 정치 사상교육에 그 중점을 두면서 그와 함께 실

제 순수한 과학 기술 교육도 병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 .
따라서 북한에서의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은 북한의 인 당 체제를1 1
명분화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대남 적대의식을 고취시켜 인민들의 궁핍한 현 생

활의 책임을 남한에 돌려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북한 사회의 과,
학과 기술 문화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2 .
여기서 보듯이 북한의 도서관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옹호하는데 너무나 많이 관

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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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문헌이나 서적을 통하여 북한을 연구

한다는 것은 북한을 표피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16) 더욱이 북한의
대표적인 문헌인 김일성저작선집 이나 회고록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 「 」「

년 과 같은 것은 김일성 개인의 서적으로서 김일성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20 」

들기 위해 만들어진 북한 최대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는 이러한 문헌이나 서적들의 비중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위인이나 범.
인에 대해서 그 어느 시대에서나 과장과 미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중요,
한 것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대하고 평가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영역,
에서 완전히 탈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자.
료는 거의 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60 80% .∼

것은 북한에서 근 여년의 세월을 직접 살아오면서 실제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30
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실도 그렇게 문헌이나 서적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사회원리

도 개 구조도 개 현실도 개인 중성을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을 생생하2 , 2 , 2 2
게 그대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헌이나 서적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

겠지만 그보다는 그곳에서 실제 살아오면서 각종분야에 종사해 온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학생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2.2 , ?
먼저 학생들은 순수하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지고 연구하기 위해1)
도서관을 이용해 왔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 즉, 2) , , ,
문화 생활을 누리려는 측면이 있고 또한 크게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3)
형성하고자 하는데도 도서관 이용이 크게 이바지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도 간부로 출세를 준비하는 간부 예정자들은 주로 김일성부자의 혁명역사와 주

체사상 등 정치사상분야와 철학분야의 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 이용률은 연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년대에 들어서면서 도. '90

16) 북한 연구의 실상에 대한 논의는 탈북한 시대를 열며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삼인" "( · / ,
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 탈북자가 본 남한의 북한연구 에 통일문제를2000) ( ) "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통일문제 딴 거 없어 미국의 재단. ' ? ! ×× ,
박사들의 논리와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적절히 짜깁기를 하면 돼 짜깁기를 세련×× .

되게 하면서 느낌이 있는 단어들을 생산해 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글을 읽어보고 맞.
는지 안맞는지 따지지 않아 북한에 가서 확인해볼 거야 라고 기술하고 있어 남한의! ?"
북한 연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한 기사는 문화일보.

면 에도 게재되었다(2000-07-0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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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먼저 북한의 경제 생활과.
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학생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단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노동자 생활당시 경.
험을 놓고 볼 때 노동력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적은 보수에 고된 노,
동과 늙어죽을 때까지 얽매여 살아야 하는 조직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어 보고자 소설책의 여행 속에 빠져 버리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애소설이나 외국소설 등 정치성이 배제되고.
순수한 자연과 인간생활을 그린 작품이나 서적들에 대한 독서율만은 더욱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된다.17)

도서관의 책들은 어떻게 이용되며 정리되는가2.3 ?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이용 허가증 열람증 이 있어야 하( )
는데 그것은 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읽은 책을 기일 내에 정확히 반납하3
는가 또한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 느낀 글 을 어김없이 제출하는가 하는 신용성, ( )
에 기준하여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도서관 이용 신청당시 북한의.
공민증 주민등록증 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기재된 직업과 주소를 밝혀야만 한다( ) .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

는데 도서관 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열람증 독서, . (
증 이 있는 이용객에 한하여 도서관 내의 열람실 독서실 에서 필요한 책을 독서) ( )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일을 정하여 빌려볼 수 있는 것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도서관에는 책을 비치하는 방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
이 따로 있다 그리하여 열람실에서 책을 이용하고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감상.
문과 함께 책을 반납해야 한다 다음으로 책을 빌릴 때에는 반납 날짜를 정하고.
다 읽은 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꼭 같은 책으로 변상해야 하거나 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대책10 100 .∼

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조직적인 제재를 가하

17)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년경 수정주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서방 작품은, 1965《

물론 러시아 소설까지도 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년 김일성의 지시로 자본주의. 1985 ‘
문학을 제외한 세계고전문학이나 민속문화 세계아동문학선집 등을 번역 출판하게 됐다’ , .
여기에는 김일성과 친분이 깊었던 독일의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의 영향이 있었다고 알려

져 있다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린저가 김일성에게 북한의 젊은이들이 기본적인 세계문. “
학도 몰라서는 곤란하다 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년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 . 1989
을 열면서 북한 청년들이 기본적인 국제 상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김정일의

지시로 세계문학작품이 대거 소개됐다고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5&res_id=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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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책을 읽은 뒤에는 꼭 읽은 내용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쓰기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책을 읽은 후에.
는 꼭 느낀 글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보거나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열람을 하는 것

외에 중앙 부처에서 팔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규정해주는 책에 대해서는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름이 도서관이니 만큼 판매 부수에 있어.
서나 목록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다.18)

18) 탈북 인사의 기록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 와 의 내용을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북한도서관의 현황과2.2 2.3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도 시 군 및 대학과 공. · ·《

장 기업소 등에 여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서관의 규모는 천· 15,000 . 3
만권의 장서에 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평양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초대형 도서관도12,000
있으나 장서 만여권에 여명 정도를 수용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대부분이다1-2 25-50 .
도립 도서관 등 규모가 큰 도서관들은 도서열람과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교양,
과학이론 외국어강습 강좌를 운영하는 등 학술연구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주민이나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공민증이나 학생증을 지참하고 읽.
고 싶은 책을 사서의 도움으로 골라 도서열람대장에 기재한 후 열람실에서 열람하면 되

고 책을 빌리는 경우에는 도서대출대장에 인적 사항 및 도서명 등을 기록한 후 대출받는

다 한편 외국간행물은 인민대학습당 등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만 별도의 열람실에 보관.
하여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외부 대출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일반 도, .
서대출은 인민대학습당의 경우 대출요금 없이 최대 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및 공3 郡

장 기업소 등에 설치된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대출은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 .
역이나 동 단위에 설치된 도서관에서는 봉사요금 권에 전 을 받고 대출을 해주기도" "(1 5 )
한다 북한주민들이 많이 빌려보는 도서로는 세기와 더불어 등 김부자의 위대성 선전책. " "
자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붉은 단풍잎 이름없는 영웅들 등 전쟁소설 등이고 학생들" ", " "
은 부활 전쟁과 평화 등 러시아 문학소설도 즐겨 읽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중에" ", " " . (》
서http://home.inje.ac.kr/~kaebi/submenu/pds/nk.html), (http://libcenter.dongseo.ac.kr/

년 월 일자 연합신문libnews/news346-0.htm), 1999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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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도서관과 도서실의 차이는2.4 ?
도서관은 큰 범위를 뜻하고 도서실의 개념은 작은 범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
하여 도서관은 각도의 도서관이나 각 시 군 등에 있는 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뜻하는 말이고 도서실은 학교나 공장 기업소의 내부에 학생들이나 공장 기업소, · ·
의 종업원들이 공부나 일을 하다가 참고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워진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일명 도서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
는 도서실이라고 하면 흔히 책을 읽는 방으로 그 의미가 변형되어 지금은 도서

실이라고 하면 독서실 열람실 의 개념으로 불려지고 있다( ) .

행군 도서관이란2.5 ?
이것은 독서 행군 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일명 항일 유격대식 학습 방법< > . “ ”
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독서 행군이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시절 일본군과의.
전투와 토벌을 피해 항상 이동해야 하는 긴박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얻기 위하여 유격대원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산

길을 행군하면서 앞사람의 배낭 뒤에 책을 놓고 공부하며 이동함으로써 독서 시

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항일 유격대식 독서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독서.
행군은 북한의 고등 중학교나 대학들에서 년에 한 두 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1
비롯하여 전 군 전 민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독서운동( ), ( )軍 民

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현재 북한에서는 만 페이지 책읽기 운동 이라는 독서 운동도 전“1 ”
국가적인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다 즉 그 어디를 가건 항상 손에 책을 들고 다.
니며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나 일하러 갈 때나 짬 시간을 이용하여 책을 읽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인 것이다.19)

19) 조선말대사전 에 의하면 행군도서관이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1992) , ' ' "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서 행군 도중에 운

영한 이동도서관 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 행군 서고란 말이 있는 데 혁" . ' ' , "
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

혁명군 부대들에서 행군 도중에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운영한 이동서고 란 의"
미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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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서관이란2.6 ?
도서관이 따로 없이 독서를 생활화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매 가정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틈이 생기는 대로 책읽기 운동을 생활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
하면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하여 생활한다는 것이다 만 페이지 책읽기 운동이.
나 독서행군과 같은 여러 가지 독서운동을 통하여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내지 말

고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 많은 책을 구비하여 놓고 짬 시간 나는 대로 그

공간을 도서관과 특별한 구분 없이 활용하라는 것이다.20)

북한도서관의 운영체계는2.7 ?
국가 지도체계1)

북한의 도서관체계는 중앙 집권적 국가 지도 체계이다 각 지방에 있는 도서.
관은 행정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특이한,
것은 다른 부처와 달리 중앙 당 및 해당지역 당 위원회로부터 더더욱 강하고 철

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1)

20) 생활도서관은 가정도서관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가정도서관이,
란 말 그대로 개인 집에 차려놓은 도서관이다 최근 연합신문 기사를 통해 소개된 평양.
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의 가정도서관에 대한 기사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 "《
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 에 따르면 김명원씨가 살고 있는 대동강변의(200.8.3)
문수거리 문수 동 반 층 호에는 가정도서관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명절이나 휴일2 12 10 3
은 물론 아침 저녁의 짧은 여가시간에도 찾아와 책을 빌려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
생들은 자기 집처럼 스스럼없이 찾고 있다 남달리 책을 사랑한 김씨는 여년전 가사도. 10
구를 구입하기에 앞서 책을 먼저 사들였고 이것을 이웃들에게도 돌려 보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 하나를 내어 도서관을 차릴 생각을 하게 됐다 김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직.
장에 다니지만 바쁜 속에서 독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여러모로 노

력했다 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때에도 월급의 대부분을 들여 도서를. 90 ' '
구입했으며 가능한 많은 독자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그들이 책의 내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도서관을 운영해 왔다 현재 그의 가정도서관에는 정치 문학 등 각 분야의 도. ,
서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위대성 교양자료 등이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도서

대출일지 모범독자명부 감상문일지 등 관련 문서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김씨는 학생들, , .
에 한해 한달에 한번씩 읽은 책의 감상문 발표모임을 열기도 하고 우수한 감상문을 게시

판에 공개도 하며 책읽기에서 모범인 학생들을 열성독자로 등록하고 노래경연 등 다양한

문화오락 모임을 열기도 한다 연합신문 년 월 일. (2000 8 11 )》

21) 에 의하면 북한의 도서관은 국가지도체계상 행정기관에 속하는 정무원 교(1986) , "高哲義

육위원회 도서관 지도국이 담당하며 도서관 지도국은 산하에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

와 과학도서관망 공공도서관망을 두고 사서의 검정시험을 관리한다 고 밝힌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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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2)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거의 모든 출판물은 중앙당의 과학 교육,
부와 선전선동부의 심의 하에 중앙 출판사에서 편찬되고 있으며 지방신문이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의 교과서 보조 대행출판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원문에, ,
기초한 대행출판 해당 지방의 필요에 따른 지방관련 소책자들 등 극소량의 간,
행물이 지방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판된 출판물은 각.
도서관의 계획 지표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보급된다.
각 지역의 도서관은 그 해당지역의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그

행정위원회는 중앙의 최고 행정기관인 정무원으로부터 행정적 지도를 받는다.
각 지방의 도서관들은 그 지방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규모와 질의 측면에서 조

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안북도 도서관의 경우에는 질이나 규모에 있어서 중급이

다 종업원 도서관 일군 등 수는 대략 명 정도이다 오전 시부터 저녁 시까. ( ) 20 . 8 5
지 운영되며 시 도서관인 경우에는 약 여 명이 한번에 열람할 수 있는, 100 300∼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강의나 일을 마치고 이곳

에 와서 필요한 자료 분석과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다.22)

분류표 목록형식3) ,
북한에는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이 따로 있다 각 시 에 성인도서관과 학. ( )市
생도서관이 각각 여러 개가 있으며 평양시나 청진시 과학원이 위치한 평성시와, ,
같이 큰 도시에는 각 구 별로도 학생도서관과 성인도서관 과학도서관이 각( ) ,區

도서관별로 여러 개씩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에는 일반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이 따로 없이 일반 도서관에 과학서적을 비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도시의 규모와 그 도시의 실정에 따라 도서관의 수가 결정되는데 개.
수를 설정하는데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 같은 것은 없다.

22) 북한 사람들의 자료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보다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 《
서 컴퓨터 관련 서적이 대출 순위 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래 이 곳을 다녀 온 국내2 .
인사들에 따르면 북한의 열풍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천만권이라는 엄청난 장서 규모IT 3
를 자랑하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 관련 서적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노작에 이어

가장 많이 대출되고 있다고 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에서 나온 컴퓨터 잡지를 보니. “
발간된지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며 컴퓨터 관련 서적이 엄청6 ”
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미국의 컴퓨터 잡지들.
이 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속 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 방북한 한. 2
국내 컴퓨터업체 사장은 평양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 프로그램개발실에 가보니 프로그“ ,
램 짜는 데 필요한 책들이 보이지 않아 그 까닭을 물으니 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고 하더

라 고 전했다 컴퓨터 관련 전문 서적이 부족해 분야 종사자들로서는 필요할 때마다” . IT
인민대학습당 등 도서관에서 빌려 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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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경우 대체로 이름 있는 군 즉 김정숙군과 같은 군에는 성인 도( ) ( ) ,郡 郡

서관과 학생도서관이 각각 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군에는1 ,
학생도서관과 성인 도서관이 각각 개씩인 경우가 많다1 .23)
다음으로 도서관의 내용측면인데 학생도서관인 경우에는 규모에 있어서 성인,
도서관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각종 전문기술공학서적. ,
전문과학서적과 같은 전문분야의 책만 없다는 것뿐이다 이용부문에 있어서는.
성인도서관에는 인민학교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나,
다만 인민학교 학생들은 학생도서관만을 이용해야 한다 도서관에는 책을 분류.
하여 비치한 서가가 있으며 책을 빌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열람실도 가지

고 있다 서가에 배열된 목록형식은 혁명 서적 편 교육 도서 편 인민학교 고등. , ( ,
중학교 학생을 위한 참고서적 교과서 사회과학서적 편 자연과학서적 편 외국, ), , ,
서적 편 각종 사전 편 시집과 음악서적 편 소설 편 만화와 동화 편으로 나누, , , ,
어져 있다.

23) 대체적으로 북한의 도서관 현황을 볼 때 우리 나라에 비해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질,
적 수준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북한도 전자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기.
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 북한이 지난해 보도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강원도 원산원동기공장에 최근 북한내 모든 도서관의 자료들을 검색할 수. 《
있는 전자도서관이 건립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년 월 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새2000 7 23 .
로 꾸린 전자도서관에는 전자계산기 컴퓨터 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나라에( )
있는 모든 도서관들의 자료들을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다 고 전했다 중앙방송" .
은 이 도서관은 평양시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과학, , ,
원 발명국 등 과학연구기관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도서관에서는 이밖에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전자우편을 보내 짧은 시간내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자료

들을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중앙방송은 전자도서관을 통해. "
공장의 경영활동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단위에서 수시로 받아볼 수 있게 되

어 공업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연합신, " .》 「

문 년 월 일(200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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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혁명서적 칸에는 김일성저작선집 회고록 당정책 문헌집 교, , ,《 》

시 말씀집 논문집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주체 사상에, , , ,
대하여 도록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시기별 당정책 강연자료 등, ( ), ,圖錄

이 있다.
사회과학서적 칸에는 국내 서적으로 동의보감 세계역사 조선역사 미일, , ,《 》

침략사 세계과학자 전기 사회주의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 세계동물서적 각, , , , ,
종상식집 세계 사상조류 공산주의 도덕 의류가공서적 식료 가공 교육학 수수, , , , , ,
께끼 고대사 민족풍속 영어문법과 회화 관련서적 중국어 독일어 로어 에스, , , , , , ,
빠냐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의 학습교재가 있다 반면에 외국서적 편을 보면 대, , . ,
체로 중국 러시아의 사회과학 서적을 원본 그대로 또는 번역한 서적들이 있는,
데 주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철학서들이 기본을 이룬다- - .
자연과학서적 칸에는 국내서적 편에 기초물리학 기하학 전기물리 전자, , ,《 》

물리 원자물리 핵 물리 이론물리 수리물리 기계공학 물리의 열쇠 권 천체, , , , , , 1,2 ,
물리학 화학 인체 생물학 생물학 압연공학 제련공학 열처리공학 광학 레이, , , , , , , ,
저 공학 전자 계산기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 전자 공학 전자기구 유선통신공, , , , , ,
학 무선통신공학 의료기구 의학 프레스공학 압력 등 다양한 자연과학 서적들, , , , ( )
이 비치되어 있다.
북한의 교과서와 과학서적24) 들은 매 시기마다 외국으로부터 선진국의 교과서
와 자연과학 서적들을 입수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한 이후에 편찬을 진행하며,
그 때 그 시기마다 세계적 수준에 뒤쳐지지 않도록 출판사업에 많은 힘을 집중

해 옴으로 하여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나 넓이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 전혀 손

색이 없었고 특히 북한의 실정에 맞게 알기 쉽게 깊이 있게 서술한 것이 북한, ,
서적의 특징이다 따라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참고서적 하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서적.
편에는 주로 러시아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다양한 자연과학 서, , , , , ,
적들이 연대별로 원본 그대로 혹은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육 도서 편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각종 참《 》

고서적 각종 교과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

24) 최근 북한에서 대학 교재로 사용되었던 자연과학 교재 등 다양한 과학 기술서적들이 대
거 국내에 입수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각 분야의 여종의 방대한 양이다 발행년도는. 350 .

년대 후반부터 년대까지로 과거 북한의 대학교육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중1940 1970
한 자료이다 이 대학교재의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다. (http://delias.
dongeui.ac.kr/mailing/bbs/open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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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칸 먼저 국내소설 편에는 연애소설 추리소설 과학환상소설 장편소, , , ,《 》

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단행본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생활과 전쟁을 소재, , , , 6.25
로 한 혁명소설과 전쟁실화 소설 각종만화 등 다양한 소설책들이 편찬되어 왔,
다 외국소설 편에는 년대 말까지 중국과 러시아 서적이나 소설책을 제외하고. 70
는 외국서적에 대한 강한 통제와 배척을 해오던 북한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러80
시아 중국 소설책은 물론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 , , , , , ,
의 소설책까지도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상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독자들이 읽

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도서관이. 80
나 책방에는 많은 외국 소설책들이 대거 유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다.
대부분이 러시아의 소설책에 비중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의 고전 소설

이었고 일본과 영국의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 이집트 그리스 영국 이태리 네, , , , ,
덜란드의 고전 소설이었다 대표적으로 고리끼의 어머니 안나 카레리나 손오공. , , ,
너도밤나무집의 비밀 샬록 홈즈와 루팡 성당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 철의 흐, , , ,
름 축복 몽테크리스토 백작 전쟁과 평화 괴멸 부활 레미제라불 돈키호테 아, , , , , , , ,
큐정전 등을 들 수 있다.
만화와 동화 칸에는 모두 북한 자체내의 주제를 다루어 제작한 작품들이《 》

다 대표적으로 소년장수 다람이와 고슴도치 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영리한. , , , ,
너구리 토끼와 거북이 등의 과학환상만화 고전만화 대남 적대만화 전쟁을, , , (6.25
소재로 한 것 간첩 잡이를 소재로 한 만화 동물만화 도덕성을 교양하기 위한, ), ,
만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교양만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화 등 다양, ,
한 동화와 만화가 있다.
각종 사전 칸에는 영어사전 노어사전 일본어사전 독일어사전 프랑스어, , , ,《 》

사전 라틴어사전 이태리어사전 에스파니어사전 기계용어사전 전자관편람 반, , , , , ,
도체편람 편람 전자용어사전 세계지명사전 옥편 백과사전 과학기술용어사, IC , , , , ,
전 의학사전 영영사전 컴퓨터 용어사전 등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전들이 비치, , ,
되어 있다 공식집으로는 수학공식집 물리공식 기하공식집 화학원소주기표 등. , , ,
이 있다.
시집 음악서적 칸에 시집으로는 고전 시를 기록한 고전시집으로부터 현,《 》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에서 창작된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시집들이 있다 이.
러한 시집이 만들어지려면 당 기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음악서적에는.
모두 국내의 음악서적이며 외국의 음악서적은 없다 북한에서 창작된 노래들을.
가사와 악보화하여 편찬한 책으로서 성악은 물론 현악 관악 민속악기에 필요한, ,
다양한 악보와 음악서적들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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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칸에서 보면 신문 정치잡지 문화생활잡지 경제잡지 과학잡지 농, , , , , ,《 》

업잡지 시대 조총련관련잡지 시기적으로 찍어내는 강연자료집 남녀간, ( : ), ,時代

의 예의 범절을 다룬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놓여있다.

북한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2.8 ?
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도서관을 찾으면 그런대로 요구되는 서적들1980

이 거의 내장되어 있었으며 매 시기마다 기술서적이나 일반 소설책들이 출판되,
어 전국의 각 도서관에 원만히 보급되어 왔다 하지만 년도에 들어서면서부. 1990
터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부터 에너지 난과 자재 부족을 겪으면서 펄프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하여 도서관에 각종 책들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 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도서관들에서는 책이 없어 책을 빌려주“ ”
지는 못하고 단지 도서관의 열람실내에서만 독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25)
또한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서적들을 비롯한 현대 서적들이 종이

사정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25) 북한 도서관에 책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탈북 인사의 지적과 같이 심각

한 경제난과 함께 찾아온 종이난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최근 보도.
되었다 주요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옥수수 껍질로 만든 북한 고. . 《
등중학교 학년 역사 교과서 회갈색에 낡은 마분지처럼 거칠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다2 . .
북한에서는 아무리 큰 체육행사를 해도 청소걱정이 없다 깔고 앉은 종이나 비닐 같은.
건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에도 한 조각 남아 있지 않다 종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북. .
한에서 종이는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은 연. .
필로 쓰고 그 위에 펜으로 나중에 붓으로 다시 한번 쓸 정도로 종이를 아낀다 학습장, , .
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과서도 찍어내지 못해 한 반에 몇 권을 놓고 공부해야 할 정도다.
각 도마다 제지공장이 있지만 외화 부족으로 펄프 원료는 못 쓰고 걷어들인 파지를 재,
생시키거나 볏짚 옥수수대 등으로 종이를 만들어낸다 아이들 학습장에 볏짚이 묻어있거, .
나 재생전 글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흔히 본다 몇 번을 재생했다 해도 또 다시.
재생되어야 하는 북한종이는 그야말로 영생한다 북한 땅을 벗어나기 전에는 평생 두루‘ ’ .
마리 화장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어린이들도 꼬마계획이라.
고 해서 파지를 모아내야 한다 종이를 구하러 다니느라 아이들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른.
다 김부자의 사진이 나오거나 할 경우는 수입종이를 같이 쓴다 수입 종이만 쓰는. . 100%
곳은 내가 일했던 외국문출판사가 유일하다 여과담배 필터담배 가 너무 비싸 마라초를. ( )
피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노동신문 종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나오.
자 당국에서는 속지로 끼어나오는 면 주로 남한관련 기사를 다루는 면 만은 마음대로5 ( )
쓰도록 허락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장마당에서 마라초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안정숙. /
전 북한 외국문출판사 제책과 직장장 년 입국 조선일보 면( 2000 ) (2001/4/1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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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당시 국경지역으로서 북한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환경이 유리하1997 ,
다고 하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경우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학급 중에 40 50%∼

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급하지 못해 숙제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이 사

정이 긴장하였다.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으로 하여 도서관 이용률도 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풀릴 가망이 전.
혀 없다 하지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6.15
남풍을 막기 위해 정치 사상교육을 강화한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각 조직별

정치교육과 함께 혁명서적에 대한 북한 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에 비하여

강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상당히 강조.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책방은2.9. ?
북한에는 책을 빌리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이 외에 책을 파는 책방

이 따로 있는데 책방이라고 하면 남한의 서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곳에서는 책을 파는 것과 동시에 열람도 가능한데 도서관과의 차이점은 도서관

의 책은 극소수 당에서 지적 해준 서적에 한하여 팔 수 있지만 책방의 경우는

모든 책을 팔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책방에서는 긴장된 종이사정으로 하.
여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서적을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가져오면 가격이 같은 서적에 한하여 교환도 가능하였

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국가 계획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하.
여 현재까지 수요를 충족시켜 본 적이 없다.

결 론.Ⅲ

위의 본문은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탈북 인사 자신이 나름대로 북한에서 체

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도서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다소 기존.
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 주,
관성이 개입할 여지도 조금은 있다고 본다 특히 탈북자로서 북한의 실상을 제.
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는 측면도 있고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
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북한 지배체제에 대한 분노도 일부 표현되고 있다 그.
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하였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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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체적인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26) 지금까지 기술한 주요
내용과 새로운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이 김일성 우상화 등 정치사상 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고 도서1) ,
관도 이러한 대중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도서

관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견.
해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북한에서의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은 북한의 인 당 체제를 명분화하1 1

고 더욱 공고히 하며 대남 적대의식을 고취시켜 인민들의 궁핍한 현 생활의 책

임을 남한에 돌려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북한 사회의 과학과 기,

술 문화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2 .

탈북 인사는 북한도서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북한에서의 도서의‘
의의 좀 더 본질적으로 사상의 전달자료로서의 책의 의미 그리고 보다 폭넓게’, ,
는 출판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교육사업의 맥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북한 사회

의 구조와 정치체계라는 큰 틀에서 책의 의미와 도서관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북한의 문헌이나 관련 서적을 통한 북한 연구가 실.
증적인 연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북자 중 분야별 전문가를 선택,
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항은 북한도서관. 2.1
의 설립과 기능을 말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북한의 사회구조와 정치체계의 중2
성을 들어내고자 한 이 장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북한 연구를 시도하려

는 사람에게 많은 조언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27)

26) 이상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는 탈북 인사의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기억력을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근본적으로 비상할 수밖에 없다는.
관련 자료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기억력이 비. 《
상하다 북한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잘 외워야 출세한다 끝없이 외. . .
우고 또 외우는 생애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김일성주의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대원칙 원고지 장 분량 은 당원이건 아니건' 10 '( 160 )
늙건 젊건 북한사람이면 누구나 외워야 한다 소책자로 만들어 보급되는 이 문헌을 외지.
않으면 북한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다 매년 신년사도 남녀노소가 통째로 외워야 한다. .
교실국가 북한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외워야 산다' ’ .》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4&res_id=3673)

27) 북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상 체계를 많은 전문가들이 유일사상 대 원칙에서10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 《
사고와 행동 삶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대, ' 10
원칙이다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고 그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이 있지만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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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생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학습과 호기심해결 문2) , ,
화생활 가치관형성 등 우리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도서관의 고유기능을 나타내,
지만 당 간부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김일성 부자의 혁명역사와 주체사상 등 정

치사상 분야와 철학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이용에는 외국간행물의 열람 제한 빈약한 장. ,
서 등 이용 범위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고유의 도서관 기능도 그대로 수행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도서관 열람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번 이상의 도서관 이용 실3) 3
적과 대출도서의 반납기일 엄수 감상문 제출 등의 제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
능하다고 한다 즉 이용자의 신용 정도를 열람증 발급 조건의 기준으로 삼고 있. ,
고 의무적인 감상문 제출로 독서지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감상문 제출에 관한 내용은 기 발표된 필자의 연구 송승섭 에서. ( 2000, 2001)
논구된 김일성저작집 분석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 내용을 통해 김.
일성이 자신의 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비롯하여 일반 도서관에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실자료에 대해서는 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속기간에 제재를4) 100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한 의무 조.
항이 까다로운데다 분실자료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은 도서관 이용의 엄

격한 질서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종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도서관과 도서실의 차이는 그 규모로 나타내는데 도서실은 책을5) “
읽는 방 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북한도서관의 종류에” .
서 조사한 학교도서관과 공장 기업소 도서관들이 대부분 이 도서실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 대원칙이다 때문에 북한 사회에 진정한 변10 .
화가 일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도 이 원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지켜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문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잡지 출판물 등에 기고. ·
한 글에서도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 ' '
역시 대원칙의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대원칙 제 조 항은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10 . 10 4 7 " , ,
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못박고 있다" .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1&res_id=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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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소위 혁명성 고취와 주체사상 학습차원에서 행군하면서 독서6) “
한다 는 의미에서 행군도서관이란 의미가 사용되는데 북한 인사가 소개한 그” ‘ ’
뜻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시절 일본군과의 전투와 토벌을 피해 항상 이동해야 하

는 긴박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얻기

위하여 유격대원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산길을 행군하면서 앞사람의 배낭 뒤에

책을 놓고 공부함으로써 독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항일 유격대식 독

서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독서 행군이 북한의 고등 중학교나 대학들에서 년1

에 한 두 번씩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 군 전 민 적으로 벌어지( ), ( )軍 民

고 있는 독서운동을 말한다.

행군도서관 이외에도 만 페이지 책읽기 운동 등 독서운동도 전 국가적으로“1 ”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이 살이 되던 년 월 중국의 팔도구. 12 1923 3
소학교를 졸업하고 조국을 알아야 한다 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단신으로 걸어“ ”
서 평양 만경대까지 천리길을 걸어 고향의 창덕학교에 입학했다고 하여 년1974
부터 북한에서는 청소년 학생 행군대를 조직하여 배움의 천리길 북한대사· “ (「
전 조선대백과사전 이라는 답사행군을 실시하고 있는 데,1999, ] 12, 1999)”」 「 」

이 일도 행군도서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생활도서관에 대해서 북한 인사는 책읽기 운동의 생활화 라는 의7) “ ”
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생활공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자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가정 도서관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서관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주체사상.
을 학습시키려는 방편의 하나겠지만 여러 가지 이름의 도서관명칭을 사용하여, ‘ ’
조직화하여 책을 통해 사상학습을 시키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강한 것 같다, .

북한의 도서관 운용체계는 중앙 당 및 해당 지역의 로동당 행정위원회로부8)
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모든 출판물은 중앙당의 과학교육부와.
선전선동부의 심의하에 출판되고 있고 이들 출판물들이 각 도서관의 계획지표,
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보급된다고 한다 이 것은 가 그의 논문에서. (1986)高哲義

기술한 북한의 도서관은 국가지도체계상 행정기관에 속하는 정무원 지금의 내“ (
각 교육위원회 도서관 지도국이 담당하며 도서관 지도국은 산하에 도서관운영)
관리방법연구소와 과학도서관망 공공도서관망을 두고 사서의 검정시험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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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데 시점의 따른 명칭의 차이인지는 구체적으.”
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북한의 권력기구표 통일부 에 의하면 직. ( , 2000)
제상으로 조선로동당 산하에 속해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성 교육지도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서관지도국이 도서관을 행정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사상 통제와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이 도서관 정책에 깊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탈북인사가 살았던 평안북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도서관은 오전 시부터 저9) , 8
녁 시까지 운영되며 약 여명을 수용하는 열람실이 있다고 한다 사서5 , 100 300 .∼

수는 대략 명 정도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다20 .
평안북도 신의주는 중국과 접경지역으로 비교적 다른 지방에 비해 문화적 환경

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는 명 이내. 50
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 자료 조선대백과사전10) ( ,「 」

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종류별 주요 차이점만 소개하였다 학생도서1998) .
관과 성인도서관은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학생도서관에서는 각종 전문기

술 공학 서적 등 전문분야의 책이 없다고 한다 일반적인 도시에는 과학도서관.
이 따로 없이 성인도서관이나 학생도서관에 과학서적만 따로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도서관에는 인민학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인민학교 학생은 학생도서관만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한다.

탈북 인사는 도서관의 분류나 목록형식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 같았지11)
만 나름대로 북한에서 본 자료 구분 형식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는데 혁명서적,
교육도서 사회과학서적 자연과학서적 외국서적 각종사전 시집과 음악서적 소, , , , , ,
설 만화와 동화 등으로 서가 배열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한다, .

서적이용과 관련한 특징적 사실은 북한은 년대 말까지 중국과 러시아 이외70
의 소설책을 제외한 외국 책에는 강한 통제를 가했다고 하는데 년대에 들어서80
면서는 사회주의 사상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 , , ,
아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소설들이 대거 유입되어 유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 , .
불어 위의 각 주에서 뉴스 소개에 나타난 것처럼 컴퓨터관련 서적이 열람순위 2
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있다고 한다 북한에도 정보기술관련 서적에 대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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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는 등 달라진 국제 환경에 따른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북한도서관의 장서는 년대 말까지만 해도 기술서적이나 일반 소설 등12) 1980
이용요구가 있는 서적들이 대부분 적기에 입수되었으나 년대 들어 경제난이1990
가중되면서 펄프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각종 책들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한다 년 신의주시 당시를 회고해 볼 때 식량 사정으로 도서관 이용률도 급. 1997
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한 학급의 이상이 교과서를 배급받지 못했다고 한50%
다 북한의 종이 사정은 년 이후로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도서관. 1997 .
의 장서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종이사정에 대한 자.
세한 기술은 각주에 참고하였다.

북한에서는 당이 지정한 소수의 책은 도서관에서도 팔 수 있다고 하며 일13) ,
반 책방의 경우는 모든 책을 살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종이 사정을 고려해서

개인 소장 서적도 가격이 같은 다른 서적과 교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이 같은 서적의 교환 방법이 종이 사정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종이 사정이 나아

지더라도 도서관 형편을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가치

가 있다고 본다 특히 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개인은 어느 나라.
나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책은 인류의 정신 유산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북한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단편.
적인 정보에 의한 논문의 구성으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현재로서는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북한 자료의 입수도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북한간의 도서관교류도 있게 될 것으로 보,
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과거의 북한 도서관을 주로 대상으로 하.
였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고 있는 현재하고 있는 북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
었으면 한다.28)

28) 실제 북한 도서관은 최근에 전자도서관을 설립했다는 보도 등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 일례로 북한내 기관간에는 광명이라는 광역전산망을 통해 자료검색과. ' '《

전자우편이 가능하지만 국제통신망 접속은 불가능하다며 올해 개통 목표로 당 정 주요' ' .
기관에 대한 인터넷망과 전국 전자우편망 구축을 추진해 상당 부분 완료한 것으로 보인

다 뉴스와 특히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과학원' , , ,》 《

발명국 등은 전산망체계가 형성돼 있어 해당 도서와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

으며 자료를 인쇄까지 할 수 있다 는 소식도 여러 번 있었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2&res_id=7071)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12&res_id=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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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도한 일련의 연작 형식의 북한도서관 연구는 자료의 제한성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역사 연구방법론의 시도라는 측면과 개인의 진술,
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라는 측면에서 좀 진전된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앞.
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고 좀 더 구,
체적인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분야별로 세부적인 문제를 논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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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한국 민족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여 서책의 간행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보

여왔다 세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이라든가 세기 조선조 세종대왕에. 13 15
의한 고유한 문자인 한글의 창제는 한민족의 언어생활과 학문연구에 획기적 전

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수많은 서책이 간행되어 보.
급되고 한자보다 훨씬 쉬운 한글의 사용은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학문이 전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들 문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어 중요한 전적 문화유산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승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듯 귀중한 전적들이 상당수.
유출되거나 소멸되어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도서관 년 여름호Vol.56 No. 2(2001 ) 101

전쟁과 자연재해는 한 나라의 국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은 다행이 지진.
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으로 중국을 비롯한 대륙과 접해 있고 남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

과 인접되어 있는 반도이어서 그런지 몇 천년 전부터 전쟁에 의한 피해가 극심

하였다 세기 이후만 하더라도 몽고의 침략과 일본과 청국과의 전쟁 등으로. 10
인하여 막대한 문화유산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되고 세기 전반에는 일본에 의해20
강점되어 수많은 문화재가 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년대의 한국전쟁으로. 1950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손실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가 시작.
이라는 각오로 전적문화유산의 재조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외에 유출된 자.
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국내에 산재된 자료는 물론 새로이 생산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문화유산의· ,
영구보존과 후대에의 전승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바.
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기관이다.

본 론2.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 법률에 명시한 국가대표도서관이다 국가대표도서관.
은 국제적으로는 도서관 관련교섭창구일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도서관 정책의

중심기관으로 각종 도서관과의 협력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법률상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출판 제작되는 도서관·
자료를 부씩 납본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2 .
내 자료를 총체적으로 보존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국가

문헌에 관한 보존 책임을 법률로서 위임받고 있는 근거가 된다 자료보존에 대.
하여 주안점을 둘 것은 현재의 장서량과 장서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

측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의 수집.
과 보존공간의 문제 조직과 인력 보존자료의 기준설정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 ,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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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헌 보존의 배경(1)

국가문헌 보존은 전적문화유산의 유지 전승이라는 문화재적 가치에서 출발한·
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찬란한 전적문화의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
하고 전쟁의 참화로 인하여 그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중단되어 왔

다 이제부터 할 일은 선인들의 유업을 이어받아 산실된 전적들을 끌어 모으고.
이들을 적합한 환경으로 관리하는 국가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국가대표도.
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보존 정책의 중심기관이므로 당연히 국립중앙도서

관의 자료보존 계획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년. 1945
개관이래 년대까지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자료보존상태 또한1980
지극히 전근대적이었다 년에 이르러서야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하. 1997
여 도서관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 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

국가문헌보존에 대한 기초조사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년부터 시행. 1965
된 납본제도로 국내에서 출판 또는 제작된 도서관 자료를 부씩 확보할 수 있게2
된 것은 자료보존의 기초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국립.
중앙도서관의 현재 장서량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납본자료인 한국서

고서 포함 가 에 이르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 73% .

표 총 장서량 현재< 1> (2001. 5. 31 )

자료별 한국서 외국서 비도서 계

수 량 2,930,182 572,382 535,210 4,037,774
비율(%) 72.6 14.1 13.3 100

국내 국가문헌의 확충(2)

국가문헌의 총 집산처인 국립도서관의 경우 만약 완벽한 국가문헌의 수집이

전제된다면 장서량이 적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납본 수.
집은 국가문헌 수집의 기본적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납본에 관한.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납본업무 추진의 취약 등으로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납본 대상물이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지도 슬라이. , , , , ,
드 전산화 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 마이크로 형태물 중 창작된 자료 등으로, ,
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의 출판 또는 제작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물은 정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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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용이하나 비매품의 경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비매품인 정부간.
행물 학교간행물 학회 단체 등의 연구보고서 기관지 등은 출판현황 파악이 어, , · ,
려워 납본 실적이 더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납본제도가 오.
히려 정부기관 등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국립중앙도.
서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관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납본을

독려하고 있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 판매물이건 비매품이건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들 자료의 수집은 매우 어렵다 현재는 산발적으로 구입 기증 등을 통. ,
해서 미납본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으나 그 양이 적어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다행히 전국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의 구축사.
업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소장 자료의 파악은 가능해질 것이다 앞.
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파악된 미소장 자료에 대한 수집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장 도서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기증이나 교환을 유도하거.
나 원본수집이 어렵다면 매체 변환하거나 복사물의 형태로 수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미소장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폐기대상자료에 대한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알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립중앙 소장자료 중 부만 수집된 자료는 영인 복사 및 마. 1 ,
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복본을 확보하고 이용 중 훼손된 자료의 복,
구작업 같은 것도 국가문헌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무형의 온라인.
출판물자료 수집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 자료의 납본을 위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외 국가문헌의 확충(3)

전쟁이나 식민지 시대에 후유증으로 빚어진 국내 전적의 해외유출은 그 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하다 이러한 전적 중에는 아예 국내에는 없고 해외.
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문화재 반환과 같은 원

본의 재 유입은 외교적으로나 양국간 문화의 차이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

이다 실제로 전적 문화재의 반환은 년대 한 일간에 이루어졌던 사례 외에. 1960 ·
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
책에 대한 반환 교섭도 벌써 년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난항을297 8

거듭하고 있다 년 프랑스 군함의 강화도 침공으로 약탈당한 이들 자료를. 1876
한국 측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인데도 양국은 그들 자료와 유

사한 가치를 지닌 자료를 영구임대방식으로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척되고

있어 국내관련기관과 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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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

다.
한국은 년대에 이르러서야 해외 유출전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1980
를 계기로 수많은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이나 복사 영인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

다 대상자료는 도서 논문 문서 사진 지도 등 모든 형태를 망라하고 있으며. , , , ,
대상분야는 전쟁관련자료 외교문서 독립운동자료 등 역사자료 전반과 최근의, ,
한국관련자료 및 국외 유출된 국내전적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정부기록보존, ,
소 정신문화연구원 및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정부 부처 일부 대학을, , , ,
포함하여 여 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10 .
한국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주로 사업을 추· · ·
진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기타 국가에도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복사 영인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위한 연구용으

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해외유출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으로 그들 자료 중 유일본을 포함하여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는 반환교섭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은 자체적으로 해외유출 자료나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수집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대상자료의 발굴과 함께 중복수집을 방

지하도록 조정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보존공간의 문제(4)

년대 초까지만 해도 총장서량이 만 책 연간 증가량이 만책 정도에1980 80 , 2 3∼
불과하여 본격적인 자료보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장서량으로 인하여 년 현. 1988
건물 만책 규모 로의 신축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년대에 이르러 장서량도(200 ) . 1990
만 책 정도가 되었고 자료형태도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보존기간이 길어짐150 ,

에 따른 자료훼손의 문제까지 대두되어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절실해지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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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년에 자료보존 전용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 서고신축 예1993
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년도에 가서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년1996 . 1996 11
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년 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약 의 면적에 지2000 6 16,000㎡
하 층 지상 층의 철조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반도서 서고를 비롯하4 2
여 총 억원 약 만 가 소요되었다 자료보존관으로 명명된 이 건물은316 ( 3,000 $) .
만책의 수장능력을 가자고 있으며 지하 층에는 귀중본과 고서 지하 층360 4 , 1 3∼

은 일반도서 지상 층과 층은 비도서 자료 서고로 배치하였다 지하 층에는, 1 2 . 4
고서의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목재 서가를 사용하고 지하 층은 수장능력 제1 3∼
고를 목적으로 철제 모빌랙을 지상 층과 층은 철제 고정식 서가를 사용토록, 1 2
하였다 고서를 포함한 일반도서 서고는 온도 습도는 로 맞추. 18 22 , 45 55%∼ ℃ ∼

어져 있으며 비도서 자료는 온도 습도 범위에서 조절하게 설계15 19 , 40%∼ ℃

되었다.
자료보존관이 완공됨에 따라 년 월부터 월까지 본관 서고에 수장되어2000 7 12
있던 자료 약 만 책이 새 건물로 옮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서고별 자료보존150
운영체제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신규로 납본되는 자료 부와 이용이 저조해졌. 1
거나 매체변환으로 복본이 확보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 건물에 채워질 것이다.
자료보존관에는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존 위주의 자료만을 수장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본관 지하와.
자료보존관 지하 층 사이에 자료이동통로가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자료는1
책밖에 없어 이용편의를 위하여 본관 서고에 수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용률이1
극히 저조한 교과서 같은 자료는 부라도 자료보존관에 비치하도록 하였다1 .
자료보존과 관련된 시설로서 본관은 항온항습기 설비를 비롯하여 하론 가스

소화설비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신축된 자료보존관의 경우에는 몇

가지 설비가 추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보존관은 지하 층까지 되어 있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4 結露

대비 폭 의 풍도를 개설하고 강제 환기를 설치하는 한편 벽체 내부를 목재1.5m
로 마감하여 시멘트 독을 최대한 방지하고 해충방제를 위한 강압훈증 장치를 설

치하였다 이 장치는 에키본 가스식 훈증설비로 회 시간 소요 당 약. 1 (24 48 )∼

책씩 훈증소독이 가능하다 그밖에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대한1,000 .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해 놓았다 특히 지하 층은 귀중본과 고서를 비. 4
치한 서고로 다른 서고와는 달리 바닥과 벽체에 조습판넬을 설치하고 서가도 시

건장치가 달린 목재서장으로 배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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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은 년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던 분관의 기능을 학위논문 전용관으1999
로 변경함에 따라 약 만책을 관리하게 되었고 자료보존관에는 복본만을 비치50
하게 되었다.
자료보존관 신축 당시의 계획으로는 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2010
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 당시의 증가량보다.
크게 늘어난 현재의 장서증가 추세대로라면 년이면 자료보존관을 포함한 전2005
체서고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표 향후 장서증가추이< 2> (2001-2010)

년도 증가량 장서량 누계

2001 360,000 4,250,000
2002 380,000 4,630,000
2003 410,000 5,040,000
2004 440,000 5,480,000
2005 470,000 5,950,000
2006 510,000 6,460,000
2007 560,000 7,020,000
2008 610,000 7,630,000
2009 670,000 8,300,000
2010 730,000 9,030,000
계 책5,140,000 책9,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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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의 대책으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국립디지털도서관 신축계획

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한국개발원이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긍

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상의 공간은 서고로 활용하도록 계획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문헌의50% .

수장처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고공간은 장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

가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의 신축공정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예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과 인력(5)

전술한 바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노력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따.
라서 자료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나 전문인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
자료보존 전담 부서는 물론 없으며 고서관리를 포함하여 서고 담당직원도 7 8∼
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도 보존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자료이용을 위한 대

출업무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자료의 형태.
도서 비도서 고서 등 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고운( · · )
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개월 정도의 짧은 교육을 받은 직원이. 2
명밖에 없을 정도로 보존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는 인력도 부족하다1 .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에 자료보「

존과 라는 과단위의 새로운 조직과 인력의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신설을 요‘ ’ .」

구한 자료보존과의 업무내용은

� 장서의 보존관리 및 서고환경 조성

� 장서의 보존상태 분석 및 매체별 보존수명 연구

� 자료별 이용실태 분석 및 자료보존기준 연구

� 훼손자료의 화학적 물리적 복원처리

� 원본자료의 매체변환 영인 디지털화 마이크로필름화 등 및 제본( , , )

� 귀중본 지정 및 관리

� 고전적의 수집 정리 이용, ,

� 훈증소독 등 약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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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전문가 양성을 위한 각종

� 교육 연수 실시 등이다· .

인적구성은 자료보존에 식견을 가진 사서요원 명 고서담당 전문요원 명10 , 4 ,
물리 화학에 정통한 전문가 명 귀중본 및 관련업무 명 제본 마이크로필름 디· 4 , 6 , · ·
지털사업 담당기사 명 훈증소독 및 탈산성처리기사 명 및 행정업무담당 명6 , 2 2
등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숫자는 기존의 고서와 서고 담당직원 명을34 . 12
포함한 것이므로 순 증가인원은 명이 된다 업무내용과 인적구성을 살펴보면22 .
순수한 자료보존 업무와 고서관련업무가 합쳐져 있는데 이것은 고서보존이 자료

보존업무의 핵심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년 자료보존관 완공과 더불어 시도한 자료보존과 신설노력은 정부2000
의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 보류되고 년 월 현재 재시도하고 있으나 전망2001 6
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정원 내에서 업무 조.
정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임시 조직을 구상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여 큰 걱정이다 가까운 장래에 위에 소개한 자료보존.
과의 신설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국가문헌 보존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보존자료의 기준 설정(6)

수집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하려는 것은 공간활용이나 자료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자료의 내용이나 형태 현재의 이용빈도와 앞으로의 이용가능성. ,
등은 보존대상 자료의 기준을 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특별한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귀중본과

고서뿐이지만 앞으로는 소장자료 전체의 자료별 특색을 검토하고 일정 기준을

세워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차 대상자료는 국가문헌으로 이는 국내에서 출판 또는 제작된 자료 전체와1

해외에서 생산된 한국관련 자료를 망라한 것으로 부는 보존중심으로 자료보존1
관에서 관리한다 이들 중 년 이전 생산된 자료를 포함한 다음의 자료는 귀. 1700
중본으로 지정하여 자료보존관 지하 층의 귀중본 서고에서 관리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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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본 지정대상자료는

① 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자료1659

② 년 이전의 연속간행물1950

③ 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1910

④ 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1945

⑤ 국내 유일본

⑥ 왕이나 유명인의 애장서로 자필서명이나 장서인이 있는 자료

⑦ 기타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이며,

중국자료는 년 일본자료는 년 서양자료는 년 이전자료가 이에1644 , 1614 , 1800
해당한다 현재는 생산년도에 기준을 둔 자료가 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유일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차 대상자료는 차 대상자료인 국가문헌의 복본으로 입수 당시에는 우선 이2 1

용자용으로 활용케 한 후 이용빈도가 낮아지게 되면 차 대상자료의 대체자료로1
본관 서고에서 관리한다.
차 대상자료는 해외 생산자료이거나 이용자용으로 별도로 복사 영인 또는 매3 ·

체 변환된 자료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훼 오손이 심한 자료·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직원들이 차 대상자료도 폐기 대상으로 취. 2
급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왜.
냐하면 이는 보존용 자료의 완벽한 보호가 전제되거나 서고 공간에 심각한 부족

현상이 초래되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직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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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3.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를 숭상한 나라였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전적.
들이 전적문화 유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사대부 집안의 문중

문고와 일반 서민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왕실은 실록을 비롯한 귀중한 전적들을 에 별도로 보史庫

존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세기 이후에는 곳에 사고를 두어15 4 分

보존케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귀중한 전적이 아직까지 그 명,寫
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교 사찰이나 유고의 향교 서원들은 종교와 학문. ,
의 수련도구로서 이를 보존하고 사대부 문중이나 서민들은 가보로써 그들 자료

를 대대손손 뒤물림하여 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해인사의 경.
판고나 조선왕조실록의 예를 보아도 우리 민족의 전적에 대한 애착은 매우 남다

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적문화 유산의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서문에서 밝힌 대로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서도 경제 논리에 밀린 낙후한 문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크

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의 중요성을 깨달아 국외 유출.
자료의 수집노력을 기울이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보존시설을 확충하게 된 것

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국내외에 산재된 각종 국가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수

집하고 과학적 보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탈산성화 처리를 비롯한

손상된 자료의 원형보존 기법을 개발하여 찬란한 기록문화 전승의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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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정보화의 물결이 일어난 몇 년 사이에 국내에도 많은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었으

며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구현되는 정보기술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국가전자도서관은 국가의 귀중한 문헌유산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초기 기능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용

자 중심적 전자도서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접근을 도와주는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기법과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전자도서관의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

1)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입한 사서직원 연구제도 의 결과물로 년도 하반기에2000「 」

제출된 것임

2)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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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정보 관련 기관들은 다년간에 거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자도서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 및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다양한 개발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가 원하는 정보접근에 대한 효율성은 별로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많은 전자도서관들이 초기에는 기능적으로 개발되어왔으나 점차적으로 이용자

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용자 지향적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의 전자도서관은 많은 양의 정보 속에서 적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동화된 검색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이해하고 이용자들의 잠재적 요구와 표현된 요구사이,
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전자도서관에 지적인 처리

과정을 부가시켜 이용자의 정보검색에서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전자도서관 개발에 관련된 사항들은 결국 최종이용자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최종이용,
자가 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를 얻어내는데 직결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전자도서관은 년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기능 위주의 초창기 전자도서1998
관시스템으로써 국가정보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편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많은 비난과 활용 저조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쉽고 자연

스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기법들과 사례를 중심으

로 살펴본 후 국가전자도서관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2.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이용되기 시작된 이후로 전자도서관에 대한 기술적인 면

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자료는

많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는 전자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대상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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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자가 디지털형태의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쉽게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용자 인터페.
이스의 정의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용자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기 위해서는 최종이용자의 정보탐색행위가 분석적 방법보다는 브라우징 방법

을 불리언 기반보다는 자연언어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
구를 기초로 브라우징 관련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자 인터페이스 정의2.1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로서 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램과Powell(1991)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Larger(1991)
는 인터페이스란 이용자가 프로그램과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령어 메뉴 아이콘과 링크 등으로 직접적인 조작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 ,
였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특징적인 면과 상호작용적인 장치 그리고 이용자 보조. ,
물도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논의들로 보고 있다.

이용자 인터페이스 국내외 연구2.2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룬 상세하고 광범위한 연구는 와 그의Hildreth(1982)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개 도서관의 온라인 열람목록 시스템의 이. 10
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였는데 운영 통제 탐색문 형성 통제 및 접근점의 수, ,
출력 통제 이용자에 대한 조력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고 또한 이용자와, ,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대화방식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시스템들이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였는데 명령어 언어의 어휘와,
구문 화면제시의 유형 도움말의 종류와 표현방식 등에서 상당히 다양함을 발견, ,
하였다.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성과 그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 및 선호하는 바를 알고

자 한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의 질문지에 의한 연구이다CLR . CLR-OPAC
연구 에서는 탐색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접근점은 주제(Matthews et al., 1983)
명표목 또는 주제어임이 밝혀졌다 주제정보 탐색을 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59% ,

가 주제탐색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등 이 수31% . Connaway (1997)
행한 집중그룹 인터뷰에서는 교수 대학원생에 비해 학부생들이 주제탐색을 많,
이 했으며 이용자들은 키워드탐색과 통제어휘 탐색간에 혼란을 보였으며 주제, ,
탐색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으로는 보다 처방적이며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도움말화면과 온라인 프롬프트의 제공 탐색을 수정하고 축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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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주제 인도참조와 용어 또는 시소러스의 온라인 리스트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등 은 어린이들의 탐색행태에 관한 기존의 이용자연구 결과를Borgman (1995)

종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과학도서관 목록 설계에 응용하여 의 십진법에 근DDC
거하여 키보드 없이 하이퍼카드로 구현한 계층적 일람방식을 사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어린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이런 일람능.
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정확한 철자입력과 자모순 탐색리스트 불 논리 연산자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키워드 시스템을 통합해 놓은 시스템이라는 점을 발견하

였다.
사공복희 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이용자 교육 이용자 인터페이스의(1998) , ,
세가지 범주로 온라인 열람목록의 이용자연구 결과를 분석 종합하였으며 이용· ,
자에게 친근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탐색행태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환 등 은 서울대학교 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일반적(1998) SOLARS OPAC
특성과 탐색행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 설계를 위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디자인의 대폭적인 개선을 제언하고 있다.
김선호 는 국내의 주요 인터넷 전자신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의 디지(1997)
인 전체메뉴 정보표현 검색기법 등을 평가기준으로 조사 분석하여 인터넷 전, , , ·
자신문의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경화 는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1998) 4
의 주요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탐색기능 이용 용이성 이용자 지원성, ,
등 개의 범주로 비교 분석하여 이용자 우호적 인터페이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3 ·
설계모형을 제안하였다.
서은경 은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1999)
해 시도된 다양한 기술 및 기법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질의어처리 인.
터페이스 탐색전략 인터페이스 적합성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중점으로 탐색관련, ,
인터페이스 기능과 문헌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탐색결과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와,
같은 브라우징 관련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은 시각적 검색 기법 인공지능 기법 멀티모드 커뮤니케, ,
이션 기법 등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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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관련 인터페이스 기법2.3
는 브라우징을 정보추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자연스럽고Marchionini(1995)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현재 보편적 정보추구 행위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
어온 브라우징은 검색시스템에서 이용자가 발견적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기법으로 간주되어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어휘 브라우징 인터페이스1)
이용자가 용어선정과 탐색진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스템에 장착된 시소러스를 통하여 찾고자하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모든

용어들을 계층적으로 보여 주거나 단일어 중심의 시소러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일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 리스트를 브라우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는 등

질의어 선택 및 확장을 위한 어휘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

다.

문헌 브라우징 인터페이스2)
문헌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직접 표현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정보요구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 과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탐험을 유도하여 정보의 내용(Bates 1989)
을 파악하거나 개념간의 구조 및 상호관련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문헌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입력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분류 조·
직하여 스크린 상에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조직화시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기법 유. ,
사도 측정에 기반을 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나 인공지능 기법 등이 많이 이용

되고 있고 정보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계층구조를 이용하거나 노드와 링크를 이, ,
용하여 정보 스페이스를 구성하거나 주제영역을 지도형태로 표현하는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주제의 위치정보 및 관련정보를 한 스크린 상에 보여줄 수 없으므

로 줌기법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과 광역 정보는 차원 또는 차2 3
원 공간 형태로 상세 정보는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Beard & Walker 1990)
등 다양한 브라우징 기법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문헌 브라우징 연구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는 복잡한 주제구조를 단계

적으로 보여주는 계층적 디스플레이 링크와 노드로 문헌을 표현하는 방식의 네,
트워크 디스플레이 정보 시각화 방법의 지도형태 디스플레이 등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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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탐색결과 브라우징 인터페이스3)
초기 탐색이 끝나면 탐색결과가 출력되는데 이때 이용자가 관심문헌을 선정하

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탐색결과 브라우징 기능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탐색결과 브라우징은 각 항목에 대한 서지적 형태의 정보주지 방식

과 시각적 형태의 브라우징 방식으로 제공된다.

서지적 형태 디스플레이(1)
검색문헌에 대한 요약된 서지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항목선택이 가능하도록 하

는 방식이다 검색된 문헌은 서명순 또는 연도순으로 배열되거나 적합성 값을.
제시하면서 적합성순으로 배열되기도 한다 이때 브라우징 기능에 보다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주기 위하여 하이라이트 기능과 색채가,
이용되기도 한다.
서지적 형태 브라우징의 예로 시스템은 디지털 파일 캐비닛을 응용한Protofoil
것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즉 이용자가 지정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문헌군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Category Groups), Scatter/Gather
생성된 관련문헌국 축약형태의 검색된 문헌의 이미지(Clusters), (Thumbnails),
검색문헌의 서지리스트 검색된 문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Snippets), .

시각적 형태 디스플레이(2)
시각적 형태를 이용한 탐색결과 디스플레이는 이용자에게 텍스트형태보다 친

밀감을 줄 수 있으며 간단하나 함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탐색결과 인터페이스 연구 중 검색된 문헌의 적합성정도를 그래픽을 이용하여

표현해 주는 시도가 디지털도서관의 에서 있었Virginia Tech Envision
다.(Nowell & Hix 1993)
또한 은 아이콘 형태 인접성 순위 색 질감 크기InforCrystal(Spoerri 1993) , , , , , ,
명암 채도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그 문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
시키고 있다.
이제 정보의 시각화 기술은 탐색결과에 대한 브라우징과 적합성 판단을 도와

주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중심적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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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기에는 막연한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가 시스템과의 대화를 통하1980
여 질의어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많이 개

발되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질문이 매우 한정적이며 이용.
자의 대답을 해석하는 기능도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따라 그 후 이용자 인터,
페이스는 이용자와의 대화보다는 시스템에 구축된 용어사전 전문가 지식 및 기,
술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질의어를 제공하는 기능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명령.
어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탈피하고 메뉴 선택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최종이용자가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브라우징 기능은 이제 탐색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에서 실제 탐색을 주

도하는 기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년대 이후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추. 1990
세는 탐색결과를 시각화시키는 브라우징 기능 및 소리를 이용한 인터페이스까지

시도되고 있다.
브라우징 기능은 목록 검색 뿐만 아니라 원문정보 검색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써 미국의회도서관의 를 들 수 있다American Memory .

국가전자도서관 현황3.

국내의 주요 개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연구7 ( , , ,
원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도서관 이 통합형 전자, , , KAIST )
도서관인 국가전자도서관을 년 출범시킨 이후로 수많은 전자도서관이 생겨1997
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국내학술자료화상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국내 전자도`95
서관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년도 년도에 거쳐 프로토콜을 이용한`97 `98 Z39.50
국내 주요 개 기관의 통합형 국가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년부터 현재까지7 . `95
국가자료종합목록 서지 만건 소장 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 만DB 210 DB 600 , DB 48
책 주요자료원문정보 만면를 구축하였으며 일부는 국가전자도서관을, DB 4,790 ,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을 시발점으로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년부터 년도 사이에 정보화근로사업으로 국정감사자료 구한말`98 2000 ,
법령자료 국회사 정부간행물 입법부 발간자료 등 문서 뿐만 아니라 국, , , , SGML
내에서 생산된 석박사학위논문을 이미지 형태로 대부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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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전문정보 과학기술도서정보(SATURN), (UNION),
학위논문 학회학술지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인력(THESIS), (SOCIETY), (KRIST),

과학기자재 과학기술사실정보 해외과학기술동(HUMAN), (STEQUIPT), (FACT),
향 과학기술용어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TECTREND), (TERMS) .
한국교육학술정보는 전국 대학 학술정보 통합검색 단행본 비도서 만건 학( / 540 ,
술지 권호소장정보 만건 학술논문 기사 연구논문 만건 학위논문 국내 해( ) 7 , ( , ) 180 , ( ,
외취득 만건 및 학회 및 대학부설 연구소 학술논문 학회학술지 종 대학) 60 ) ( 126 ,
부설 연구소 논문집 종 대학 연구논총 종 의 원문정보 및533 , 80 ) OCLC

를 비롯한 해외 를 제공하고 있다1stSearch DB .
그 외 과학도서관은 년 월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을KAIST 2001 5 (NDSL)
개통하여 년 이후 출판된 해외 학술저널 만여종에 수록된 천만건의 논문1993 3 2
에 대한 검색으로부터 원문입수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학술저One-Stop
널 로서 주요 학술전자저널 종에 수록된 논문의 원문열람Portal , 3,500 One-Click
과 여 협력기관에 소장된 인쇄저널의 온라인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0 .
법원도서관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대학에서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구축 인DB ,
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개 기관이 통합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은 초기 전7
자도서관시스템으로 시스템 중심적으로 개발되어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별로 고

려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년 월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도서관정보화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지시함에2000 3

따라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 도서관에 커다란 변화가“ ” ,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에 따르면 우선 년 년 간 총 억원을“ ” 3 (2000-2002 ) 3,068

투입하며 컨텐츠 확충 부문으로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책의 목, 9,700
록과 주요 문헌 만책의 목차 구축 보존가치와 이용가치가 높은 만책의100 DB , 30
자료를 선정하여 원문 를 구축하여 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DB 20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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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인터페이스 적용 사례4.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비교 분석4.1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원문정보는 국가의 귀중한 문헌유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디지털화된 각각의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

록 항해 탐색을 도와주는 브라우징 관련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가전자도서관의 참여기관 중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적

용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 , , KAIST
학도서관의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과 최근에 개통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국가문헌유산의 디지털화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회도서관

의 를 비교 분석한 후 의 인터페이스 현황American Memory , American Memory
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주요 전자도서관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분석< 1>

구 분 서명 저자명 주제어 비 고

American Memory ○ ○ ○
각 의 특성에 맞는 다양collection
한 브라우징인터페이스 적용

국립중앙도서관 ○     부분적으로 적용

연구개발정보센터 ○ ○ ○ 주제어를 색인어로 대체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

주제어를 분류KDC
코드명으로 대체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
○ ○   분류별 시대별 브라우징 인터페,

이스 적용

국가과학기술전자

도서관
○ ○ ○

주제어를 분류코드명으로 대DDC
체

표 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는 장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브라우징 관련 인< 1> 2
터페이스 기법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자도서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는 가지의 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별. American Memory 100 collection



도서관 년 여름호Vol.56 No. 2(2001 ) 121

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다collection .
국내의 주요 전자도서관 중 최근에 개통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서명,
저자명 뿐만 아니라 분류별 및 시대별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우리나

라의 유구한 역사의 다양한 문헌에 접근하기 쉽게 하였다.
연구개발정보센터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은 서명 저자명 주제어 등에 브, ,
라우징 기법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의 브라

우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명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분류코드명을 주제어로KDC
대체하여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라고는 볼 수 없다.

의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사례4.2 American Memory
미국 의회도서관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인 계획은 국회도서관에서 이미NDLP
수행하였던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년부터. 1990

년까지 수행된 는 의 모체로 평가된다1995 American Memory pilot NDLP .
는 현재 미국에 관한 개의 으로 만 아이템American Memory 100 Collection 700

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
에는 문헌 필름 필사본 사진 녹음자료등 다양한 유형의American Memory , , , ,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의. 100 Collection
에 대한 탐색기법으로 브라우징기법과 키워드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브,
라우징기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 에서 서비스하고 있는American Memory
디지털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서 제공하는 탐색관련 브라우징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면American Memory
다음과 같다.

모든 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브라우징 기법1) Collection
개 에 대하여 주제 자료형태 이용자의 이용형태 시간 장소 디100 Collection , , , , ,

지털형태 도서관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Collection
디렉토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구분을 상세히 보여 주면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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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Broad Topics)①

에서는 개의 을 개의 큰 주제로 그룹핑하고American Memory 100 Collection 13
하위주제를 설명하여 이용자가 쉽게 주제별로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Collection
고 있다.

그림 주제 브라우징 화면< 1>

시간과 장소②

미국의 역사적인 자료를 디지털화한 전자도서관으로써 년부터 현재까지의1400
을 시대별로 적절하게 구분하였으며 미국전역과 개의 미국지역 전세Collection , 4 ,

계 등 장소별로 개의 을 구분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시간과 공간을100 Collection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시간과 장소 브라우징 화면< 2>

자료형태 이용자 이용포맷 디지털형태, ,③

는 지도 사진 녹음자료 활동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원자American Memory , , ,
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화한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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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용자가 자료의 포맷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포맷 브라우징 화면< 3>

도서관 부서별 유형④

에서는 개의 을 개로 도서관 부서별로 그룹American Memory 100 Collection 12
핑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도서관 부서별 유형 브라우징 화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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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별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2> Collection

Collection Title 대상자료 및 내용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in Ohio

오하이오 흑인들의 역사에Multiformat(
관한 필사자료 팜플렛 사진 오하이오주, , ,
신문 기타 출판물, )

Subject Index,
Source Material

From Slavery to
Freedom

팜플렛 저자와 기타( African-American
다른 사람들이 노예에 관해 쓴 희귀본,
특수 에 나온 팜플렛 자료collection

Title, Authors,
Subjects

Now What a Time 여장의 사운드레코딩Recordings(100 ,
블루스 가스펠송과 관련문헌,

Performer, Audio
Title,
Manuscripts

Baseball Cards 년 동안의 장에Card(1887-1914 2,100
달하는 야구카드 모음)

Player, Team, League,
City, Card Set

An American Time
Capsule

포스터 공고문Printed Ehpemera( , ,
광고문 선언문 전단지 성명서, , , ,
사무카드 등 세기에서 현재까지17
미국과 관련된 자료event

Author, Title, Genre,
Geographic Location of
Printing

Civil War Maps
남북전쟁 당시의Geography and Map(

해안지도 사전조사지도 스케치 지도, ,
등)

Geographic, Location,
Subject Index, Creator
Index, Title List

The Aron Copland
Collection

악보스케치 서신교환 저작Multiformat( , , ,
사진 자료로 개의 에 건1000 item 5000
정도의 이미지 제공

Musical Skethes,
Writings,
Correspondence,
Photographs

Inventing
Entertainment

에디슨에Film and Sound Recordings(
관한 서지자료와 에디슨에 의해 발명된

필름자료와 레코딩자료를 제공)

Alphabetical Title list,
Subject Index, Motion
Picture, Edison
Biography, Sound
Recording

The New Deal
Stage

Multiformat(Federal Theatre Project
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한collection

개의 이미지 자료13,000 )

Productions of
Macbeth, Power, and
the Tragical history of
Dr. Faustus
Playscripts,
Administrative



도서관 년 여름호Vol.56 No. 2(2001 ) 125

Collection Title 대상자료 및 내용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Florida Folklife from
the WPA
Collections

플로리다 구석구석 에Multiformat(
퍼져있는 다양한 민족주의적 문화에

관련된 자료)

Performer, Audio
titles, Manuscript
titles, Geofraphic
Location

California Gold
북 캘리포니아에 있는Multiformat(

유럽인 스페인들로 부터 다양한&
사운드레코딩 정지사진 그림, , ,
필사원고등 민족지적인 필드의 컬렉션

Subject index, Ethnic
groups, Performers,
Musical, Instruments,
Audio titles

Map Collections 지도 의 에서 소장하고(LC Map division
있는 지도 자료)

Geographic location
index, Subject index,
Title index, Creatio
index

Omaha Indian
Music

오마하 인디언의 음악의Multiformat(
사운드 자료 인터뷰 사운드 및 관련사진,
자료)

Music, Photographs,
Spoken Word, Events,
Pow-Wow Audio in
sequence

Pairie Settlement
사진 편지 평원에서의& (Nebraska
정착생활과 가족들간에 주고 받은 편지

자료)
Subjects,
Correspondents,
Letters by Date

I do solemnly swear 년 조지워싱턴 에서Multiformat(1789
년 부시 대통령의 취임 자료2001 ) Languration, Subjects

Railroad Maps
지도자료 여행과 정착에 있어서의(
성장과 관련된 자료 뿐만 아니라 산업과

농작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 지도/
Geofraphic Location,
Subject Index, Creator
Index, Title Index

The Spanish-
American War in
Motion Picture

필름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스페인 미국간의 전쟁에 관한 필름- )

Alphabetical Title List,
Topical Title List,
Subjec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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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내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징기법2) Collection
개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브라우징의 형태는 매우 다100 Collection

양하다 표 와 같이 개별의 마다 보여 주는 브라우징의 종류는 거. < 2> Collection
의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브라우징은 의 특성을 분. Collection
석하여 이용자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어 이용

자의 인터페이스를 높여 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American Memory
된 것을 볼 수 있다.

결 론5.

국립중앙도서관은 년도 국내학술정보화상정보서비스 를 시작으로 현재까1995 “ ”
지 책 만면의 원문 를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국가전자도85,000 1,390 DB 9
서관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로는 고서 고전백선 관보. , ,

문화관광부발간자료 신문 한국관련자료 한국관련외국자료 학위논(1894-1945), , , , ,
문 등이 있다.
특히 고서 고전백선 관보 신문 한국관련자료 한국관련외국자료, , (1894-1945), , ,
등은 년 이전 자료로서 어디서나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자료이며 한국사 연1945 ,
구 및 교육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처럼 국가의 귀중한 문헌유산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축된

원문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징 기법들이 각각

의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맞는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구현되고 있는 브라우징 기법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적인

자료의 서명을 보여주는 목록보기 가 있으나 구축된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 ” DB
며 다양한 측면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 브라우징 항목들을 응용하여 국가전자도서관에 서비스되고

있는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브라우징 항목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9 .

고 서①

고서는 수백년에 걸쳐 편찬된 문화재적 자료로서 역사적 문화재적 주제적, , ,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즉 역사적 측면으로는 연도별 왕조계보별. , ,
사건별로 주제적 측면으로는 주제표목표나 분류표를 적용하여 문화재적 측면으,
로는 고서를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유산 자료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브라우징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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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서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초 중 고의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과· ·
정과 접목한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교육이

실체가 없이 이론에만 치우친 교육에서 실제 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저자명 및 역대 중요인물을 적용한 브라,
우징도 제공되어야 한다.

고전백선②

고전백선은 우리나라의 고전 중 가지를 선정한 것으로 현재 국가전자도서100
관에서 서명을 브라우징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명 주제명이 추가. ,
되어야 한다.

관 보③

관보는 년 관보와 년 년 관보 두가지로 서비스되고 있다1984~1910 1910 ~1945 .
관보는 시대별 공시번호별 주제구성별 게재기관별로 구분하여 브라우징을 제, , ,
공한다면 관보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발간자료④

문화관광부발간자료는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의

세부주제별 발행기관별 서명별 구분이 적합할 것이다, , .

신 문⑤

신문은 년 이전에 발행신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문의 브라우1950
징 종류로는 신문명 날짜 기사명 주제명 컬럼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면 신문, , , ,
기사탐색에 적합할 것이다.

한국관련자료⑥

한국관련자료란 년 이전 일본어로 작성된 한국관련자료를 지칭한다 한국1945 .
관련자료는 대부분 한국을 연구한 자료로서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주, , ,
제분야에 걸쳐 폭넓게 있다 따라서 한국관련자료는 주제명 저자명 서명 시대. , ,
별 발행기관별로 구분한다, .



128 국가전자도서관에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에 관한 고찰

한국관련외국자료⑦

한국관련외국자료는 년 이전 외국에서 편찬한 한국에 관한 자료로서 언1950
어 발행국가 등이 다양하며 주제분야도 폭넓다 따라서 한국관련외국자료는 언, .
어 국가 서명 저자명 주제명 시대별 등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 , , , .

학위논문⑧

학위논문의 대상분야는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이다 학위논문은 주제명. ,
서명 저자명 해당대학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 .

현재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원문정보 에 대해서는 위에서DB
언급한 브라우징 항목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하며 전체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서는 주제명 서명 저자명 브라우징이 적용되어야 한다, , .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제명표목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목록정

보 구축시 주제명을 적용하여 목록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주제별 브라우

징을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용자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명표목표의 확정 및 적

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서비스되는 의 주제명 브라우징을 위해서는 주DB
제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데이터별 주제명 적용을 우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선호양식과 정보추구행위는 매우 다양하며 이용자를 만족시킬 이용

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서비스할 데이터베이

스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년에서 년까지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만책 만면에 해2000 2002 “ ” 30 6,000

당하는 대규모 원문정보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문정보 구축 추진에DB . DB
앞서 서비스할 대상자료의 분석과 브라우징 적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
인터넷상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정제된 중요한 정보를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귀중한 문헌유산을 디지털화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귀중한 정보를 전국민에서 전세계의 이용자,
로 확대하여 원문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DB
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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