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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national library plays a critical role in acquiring, organizing,

preserving, and providing access to the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of

society. One of the main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libraries is to assemble
comprehensive collections of the published outputs of the world, record and

organize them for use, and preserve them for posterity. Therefor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to acquire and preserve all materials

published, irrespective of production technique and carrier. In response to
increase of electronic pub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c

directions and principles for national library on how to archive electronic
publications.

* 키워드 :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s),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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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서관의 정체성은 지적 문화의 보고와 정보문화의 요람이다. 이러한 정체성
은 유용한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할 때 계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그

것이 정언적 명제로 인식ㆍ제고될 때, 정체성도 유지된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핵심가치는 어떻게 제고되는가. 그 단초는 핵심역량의 강화에 있다. 과거에는
‘적시에 적서를 수집하여 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역량의 공리였다면, 오

늘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적절한 정보자료를 수집ㆍ제공하는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은 다른 유사한 조직체(박물관, 문화원,
기록보존소, 컴퓨터센터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으나, 결코 도서관의 그것에 필
적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다운사이징 위주의 구조조정, 디지털 지상주의(실물소장을 배

제한 접근패러다임), 신화성 담론(종이책의 사멸과 실물도서관의 무용론) 등이
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미래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전자 또
는 디지털 도서관’은 그 본질적 내지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도서관

을 대체하는 구세주로 각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전자(디지털)도서관의
논지는 ‘전자적으로 포맷된 정보자료의 집합체’, 내지 ‘모든 정보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된 가상공간’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 또는 ‘디지털’ 뒤
에 ‘도서관’이란 단어를 부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료, 즉 지적 재산
으로 등록된 장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집-처리-이용-보

존’의 연속적 핵심기능을 강조하는 ‘도서관’으로 지칭할 이유가 없다. 이를 반증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업적 문헌제공기관이나 서지유틸리티 등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코 도서관으로 지칭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이 ‘지식문화의 보고’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인쇄

자료를 배제한 전자출판물의 수집, 실물소장을 배제하는 접근패러다임의 강화,
전통적 도서관을 대체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 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반추

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방대한 실물장서가 도서관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요체라 하더라도 최근에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전자출판물에 주목하지 않으
면 핵심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신세기의 도서관은 인쇄자료와 디

지털정보를 정합하여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을 선
도하는 책무는 당연히 국가도서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도서관은 전

자출판물을 어떻게 통정할 것인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수반되는 정책
적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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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유형
2.1. 전자출판물의 개념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문헌과 웹사이
트에

등장하는

관련어를

수합하면

온라인

정보자원(online

information

resource), 온라인 저작물(online works), 온라인 전자출판물(online electronic
publication),

네트웍

출판물(network

publication),

디지털자료(digital

resources),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 디지털문헌(digital document)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
지만, 각각의 개념과 범주는 분명히 다르다.

먼저 모든 용어가 선치어(온라인, 전자, 네트웍, 디지털)와 후치어(출판물, 저

작물, 자료, 정보, 문헌)
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
가 후자를 수식한다. 그

리고

선치어에

함축된

개념의 폭은 ‘디지털(전

자)>네트웍>온라인>’의

순이고, 후치어는 ‘정보>

자료>문헌>출판물>저작
물’의 순이다. 그 중에서

〔그림 1〕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범주

가장 협의의 용어인 저
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법률 제6134호) 제2조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ㆍ접근ㆍ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출판물’을, 온라인 출판물은 ‘컴퓨터로 작동이 가능한

포맷(디스켓, CD-ROM 또는 인터넷 버전)으로 제작된 온라인 텍스트’를, 디지
털자료는 ‘컴퓨터와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유통ㆍ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무형자료)와 전자형 데이터(CD-ROM 등의 유형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모두
컴퓨터, 디지털화, 네트웍을 공통분모로 한다.

다만 국가도서관은 비저작물(편집물, 번역자료 등)과 오프라인 전자자료도 수

집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저작물이나 네트웍 출판물 등의 용어보다 그 범주

가 가장 포괄적인 전자출판물이 바람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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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개념에 대하여 〔외국간행물 수입ㆍ배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문자 등
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

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전자출판물은 〔그림

1〕에 도시한 것처럼 ‘디지털 포맷으로 축적되고 정보네트웍(LAN, WAN,
Internet)으로 유통되는 전자형 출판물 또는 제작물(CD-ROM 버전 및 디지털

정보)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2.2 전자출판물의 유형
전자출판물의 유형은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것처럼 포맷도 다양하다. 일본
의 국립국회도서관은 물리적 포맷을 갖춘 패키지형과 원격 접근이 가능한 네트

웍형으로 구분하고 있다.3) 전자는 오프라인 출판물로서 CD-ROM이 그 전형이

며, 후자는 온라인 전자출판물로서 웹으로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전자잡지

(electronic journal)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영국 국가도서관의 랑(B. Lang)은 전
자출판물의 유형을 다음의 5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4)

① 전통적인 인쇄자료(도서, 잡지, 팜플렛, 보고서 등)의 전자버전

② 상호작용형 데이터베이스(서지, 통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을 포함)
③ 상호작용형 멀티미디어(게임 등)
④ 소프트웨어와 전문가 시스템

⑤ 새로운 출판형태(네트웍으로 이용가능한 전자게시판, 토론리스트, 전자형 예
고집)
한편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한 〔문화관광부고시〕(제1999-15호, 1999. 5. 1)에서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표 1>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그러
나 국가도서관의 수집 및 보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자출판물의

유형을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
다.

3) Naoko Harai, “Electronic Publications and National Bibliography in Japan,”
(http://www.ndl.go.jp/e/publications/newsletter/112/123.html)
4) Brian Lang,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http://www.unesco.org/webworld/memory/legalde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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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내용
구

국
내
간
행
물

분

내

용

형 태

ㆍ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내 용

ㆍ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기 능
출판사

납 본

자료번호

외국 수입물

ㆍ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ㆍ〔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ㆍ〔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ㆍ〔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ㆍ〔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① 전자도서(electronic or cyber book) : 독립형(전자버전으로만 출시된 것),
양립형(인쇄판과 전자버전의 동시 출간), 대체형(인쇄판의 전자버전) 등이 있
다.
② 전자잡지 : 전자도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며, 축적포맷

(HTML, PDF, XML 등)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정보네트웍으로 유통되는 전문정보(잡지, 학위논문,
보고서)나 서지정보(TOC) 등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대학이나 출판사에서 온라
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잡지의 패키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④ CD-ROM 데이터베이스 : 주로 출판목록, 색인(인용)지, 초록지, 법령집, 참
고도서 등을 수록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유형은 1대의 컴퓨터에 장

착하여 한 사람만 이용하는 싱글버전(stand-alone 버전), 동일한 장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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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람(3∼4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네트웍 버전(LAN 버전), 복수의 사이트
(대개 2∼3개)를 연결하여 원격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버전(WAN 버전) 등이

있다.

⑤ 웹정보자원 :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등장하는 OPAC, 참고자료, 전

자잡지, 연구프로젝트, 회의자료, 통계데이터, 법령자료 등을 말한다.

⑥ 인터넷 링크정보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의 소재처

(URL)를 링크한 정보를 말한다.

⑦ 기타(토론리스트, 전자우편 등)
이러한 출판물 중에서 전자도서는 취급주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출판시장에서

의 점유율도 극히 미미하다. 일부의 소설이 웹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을
마치 디지털 총아 또는 전자도서의 시대로 호도하거나, 인쇄자료의 종언 내지
종이책의 사멸, 그리고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
히 잘못된 것이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현상을 두고 부화뇌동하거나 현혹될

것이 아니라 서지정보나 전문정보를 수록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전

자잡지에 주목하되, 특히 웹사이트의 유용한 회색문헌을 어떻게 수집ㆍ보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Ⅲ.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
3.1. 전자출판물의 생산동향

먼저 전자출판물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에
는 대다수 정보매체의 일반적 유통사이클이 저자→출판사→도서관→이용자로
이어지는 선형적 모형이었다. 물론 현재도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은

〔그림 2〕처럼 저자에서 이용자로 연결되는 선형적 과정이 주류를 형성하지
만,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는, 소위 비선형적 사이

클이 급부상하고 있다. 즉, 저자→접근제공자(인터넷, 상업출판사, 문헌제공기관,

정보브로커 등)→이용자, 저자→출판사→접근제공자→이용자로 이어지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정보자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도서관이 배제된다
면, 그것은 바로 도서관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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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수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
하려면 웹정보자원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체계적 보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2〕 정보사이클의 비선형적 모형
다음으로 전자출판물의 유통비중이 커지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전

자출판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시점
에서 조사하더라도 그 출판물의 단명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결과를 추
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마다 단편적인 추정치를 제시할 따름이다.

보브슐츠(R. Bovebschulte)는 10년내에 전자잡지가 연속간행물의 시장을 석권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5) 로렌스와 길레스(S. Lawrence and C.L. Giles)는

1999년초를 기준으로 전세계에 존재하는 웹정보가 8억 사이트를 초과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6) 아놀드(Steven E. Arnold)에 의하면 전자우편의 경우 연간

50%씩 증가하며, 새로운 이용자는 연간 약 21%의 비율로 사인한다고 주장한

다.7) 그리고 ISI의 데이터베이스(1998년판)에 수록된 전자잡지는 1,702종이며,

5) Deborab Lenares, “Faculty Use of Electronic Journals at Research Institutions,”
ACRL Ninth National Conference Papers(http://www.ala.org/acrl/)
6) S. Lawrence and C.L. Giles, “Accessibility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the
Web,” Nature, No.400(1999), pp. 107-109.
7) Steven E. Arnold, “Guest Editorial,” The Electronic Library, Vol.18, No.1(200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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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ich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1999
년판)의

온라인

잡지는

10,332종, CD-ROM은 3,451

종이다.8) 또한 EBSCO 데이
터베이스의 유료 온라인 잡지
는 〔그림 3〕처럼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2000년 3월 현
재 5,398종 가운데 49%가

〔그림 3〕EBSCO DB의 유료 온라인 잡지의 증가추
이

온라인으로만 출판한 것이다.9)

온라인 버전(인쇄잡지 포함)

이고, 34%가 인쇄판과 온라

인의 동시 버전이며, 17%는

한편 ,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ARL) 의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은 전자출판물
의 증가추이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 이 명감에
수록된 전자형 잡지나 뉴스

레터 등의 지난 7년간(199
1～1997) 증가추이는 〔그

림 4〕와 같으며, 1997년판
에 수록된 전자잡지 및 뉴
스레터의 주제별 분포를 분

석하면 <표 2>와 같다.10)
그

외에도

〔그림 4〕「DEJ」의 전자출판물 증가추이

암스트롱

8) L. Kathleen, ed., Gale Directory of Database, Vol.1 : Online Databases(Detroit : Gale,
1997)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http://arl.cni.org/scomm/edir/pr97.html)
9) Sharon Gray, “The Myth and Reality of Electronic Journals,” Serials Review, Vol.26,
No.4(2000), p. 63.
10) Dru Mogge, “Seven Years of Tracking Electronic Publishing : The ARL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http://dsej.arl.org/dsej/2000/mog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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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자잡지 및 전자회의의 주제별 분포(%)

유형
주제
인문예술
사회과학
오락/일반
물리학
생명과학
기술과학

전자잡지
(뉴스레터)

전자회의

14
28
14
8
21
15

21
42
3
5
10
19

과

론스데일

Armstrong

and

11

(C.J.
R.

Lonsdale)이 세계 각국의
304개 출판사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단행본을

CD-ROM과 웹으로 제공

하는 비율은 CD-ROM 버
전이 54.17%, 웹텍스트 버
전이

30.56%(영국은

60.87 : 8.7, 미국은 47.37

: 42.1)로 나타났다. 그리
고

출판사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단행본 및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5〕11)와 같이 개요나 초록, 텍스트의 일부와 내용 목차, 샘플 장절, 완전한 텍

스트, 샘플 페이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추정데이터와 정황을 감안할 때, 전자출판물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 기술이 지향하는 MOND(Multimedia,
Opening, Networking, Downsizing)가 출판환경에 영향을 미쳐 정보매체의 다
양화와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으로 세계적
정보네트웍의 기반이 형
성됨에

따라

웹환경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오늘날 디지
털정보는

CD-ROM과

DVD 등의 패키지형 정
보에

이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웍형 정보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 형태

와 형식, 취급주제의 범
위도 확장일로를 거듭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그림 5〕 출판사의 웹사이트 이용현황

11) C.J. Armstrong and Ray Lonsdale, The Publishing of Electronic Scholarly
Monographs and Textbooks(April 1998),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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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도서관은 정보인프라의 구축, 정보기술의 수용과 활용, 인력 및 예산

의 지원, 중요한 콘텐츠의 선택과 변환 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서비스 능력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3.2. 전자출판물의 인식도 분석
국내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식도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의 수집 및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
략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도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행히 최근에

하이네스(D. Haynes)가 유럽의 1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
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
스, 영국 등)의 국가도서관(20개관)과 출판사(13개사)를 대상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바 있다.12) 그 결과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적 수집 및 보존의 당위성 : 총 22개 국가도서관 중에서 20개관(91%)
이, 총 20개 출판사 중에서 15개사(75%)가 전자출판물의 국가적 수집 및 보
존의 당위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② 국가적 수집 및 보존책임의
주체 : 총 20개 국가도서관 중에

서 16개관(80%)이, 19개 출판

[그림 6] 전자출판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책임의 주체

사 중에서 16개사(84%)가 전자
출판물의 책임기관이 국가도서관

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그림

6〕과 같이 국가도서관이 무려
89%로 나타났다.

③ 협정의 유형 : 국가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협
정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3>과 같이 모든 출판물의 법적 납본이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부 출판물의 법적 납본, 구입의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모든 출판물의 납본과 구입의 경우, 국가도서관과 출판사의 시각
에 상반되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David Haynes, Electronic Publications : An Agenda for Publishers and National
Libraries : A Report th the CENLIFEP Joint Committee on Electronic
Publications(Nov. 1998), p. 9), pp.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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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자출판물의 바람직한 협정의 유형
유

형

출판물의 구입(라이센스 계약)
모든 출판물의 법적 납본
일부 출판물의 법적 납본
출판사의 자발적 납본
기 타
계

도서관

출판사

4

13

3

1

8

5
2

22

1

계(%)

9(20.0)

17(44.4)

6

11(24.4)

2

4(8.9)

23

4(8.9)

45(100.0)

④ 협정에 포함되는 자료 : 국가도서관과 출판사가 협정할 때, ‘어떤 유형의 자

료가 전자출판물의 협정이나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4>에서 CD-ROM이 2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디스켓으로 배포된
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자원의 순이다.

<표 4>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전자출판물의 유형
유 형

CD-ROM 자료

인터넷 자원(웹사이트)
디스켓으로 배포된 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기타 전자출판물
계

도서관

출판사

6

17

23(18.4)

8

16

24(19.2)

46

79

125(100.0)

17

14
1

19

19
8

계(%)

36(28.8)
33(26.4)
9(7.2)

⑤ 이용의 허용범위 : <표 5>를 보면 구입자료의 경우, 국가도서관과 출판사

가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공공의 회원기관, 연구자와 학술

기관, 도서관ㆍ정보센터의 직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납
본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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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자출판물 이용의 허용범위
이용대상의 유형
공공의 회원기관
연구자와 학술기관
학생

구입자료
도서관 출판사

24

16

9

3

12

7

9
7

기타

2

계

도서관 출판사

7

개인연구 및 오락

도서관(정보센터) 직원

소계

17

6

7

영리기관

납본자료

5
3

9

6
3

60

33

15
12
10
15
5

93

8

24

7

14

9

10

5

6

4

소계
19
11

4

8

9

11

20

53

50

103

3

4

7

⑥ 이용장소 : 국가도서관과 출판사는 구입이나 납본을 불문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용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표 6>을 보면 양자 모
두가 특정 기관내의 어떤 사이트에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장 많
이 피력한 가운데,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출판사는 1개의 터미널이나 1개의 사
이트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47.2%)에 달하고 있다.
<표 6> 전자출판물의 이용장소
이용장소의 유형
1개의 터미널
1개의 사이트
기관내의 어떤 사이트

외부(인터넷)를 통하여

국 가 도 서 관

출 판 사

납본자료

구입자료

납본자료

구입자료

3

0

4

2

0

13
5

0

11
8

7
8
3

4
6
2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15

⑦ 수집 및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 〔그림 7〕을 보면 전자출판물과 관
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자의 인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순위를 보면 국가도서관은 전자적 납본, 축적, 저작권, 메타데
이터와 서지접근, 접근조건, 보관과 보존의 순인데 비하여 출판사는 저작권, 접

근조건, 지불시스템, 메타데이터와 서지접근, 문헌공급, 축적 및 디지털 도서관
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7〕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
이상의 국가도서관 및 출판사의 인식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집약하면 전

자출판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ㆍ보존되어야 하고, 국가도서관이 그 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법적 납본제를 도입하되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출판물과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은 전자적 납본과 저작권

을 비롯한 수집ㆍ접근ㆍ보존 등에, 출판사는 저작권ㆍ접근조건ㆍ지불시스템 등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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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출판물의 이용추이
실제로 전자출판물은 어느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가. 특히 그 대명사격인 전자

잡지의 이용추이는 전자출판물의 수집정책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비

록 오들리츠코(A. Odlyzko)가 전자형 학술정보의 이용율이 매년 50∼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13)하였으나, 인터넷 대중화의 역사가 일천하고 전자출판
물에 대한 인식도 또한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개별도서관에서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매년 2월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1995∼

2000)의 전자자원 이용통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도시한〔그림 8〕14)을 보
면 1995년 2월에 1.1백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2월 현재는 61.3백만 건으

로 무려 55.7배나 증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자출판물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고

이용자(특히 교수집단)의 요구도 비교적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최근에 전
자잡지에 대한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

〔그림 8〕LC의 전자지원 이용통계 변화추이

13) Andrew Odlyzko, “The Rapid Evolution of Scholarly Communication,”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igan) (http://www.si.umich.edu/PEAK-2000/program.html)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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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가

2년간(1998/99∼

1999/2000)의

이용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9〕
와 같다. 이 그림에서 인쇄

잡지의 이용건수는 재배가
된 권호의 총수를 적산한
〔그림 9〕인쇄잡지와 전자잡지의 이용변화 추이

것이며, 전자잡지는 전문정
보(HTML,

PDF,

기타)에

접근한 건수를 합산한 것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인쇄잡지의 이용율은 40.1%
감소한 반면에 전자잡지는 무려 70.2%나 증가하였다.15) 또한 일본의 쯔꾸바
대학도서관이 2000년말(11. 11∼12. 15)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자잡지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교수의 비율이 55%인 가운데, 주로 전자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62.2%로 도서관 이외(사비, 학과 등)에서 계약하여 이용한

29.6%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주제별 이용분포는 자연과학(30%), 이공학

(22%), 의학(20%), 생물/농학(17%), 인문과학(4%)과 사회과학(4%)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16)

한편 미국의 연구도서관협회는 50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1998년 1월과 1999

년 1월에 각각 인쇄잡지와 전자잡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도시

한〔그림 10〕17)을 보면 인쇄잡지는 74%에서 65%로 감소한 반면에 전자잡지

는 10%에서 15%로 증가하였다. 전자잡지가 전자출판물의 제유형에서 핵심자료
이고 교수집단의 연구활동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용율 증가추
이의 반전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 그리고 오코노 (S. O'Connor) 가

15) Carol Hanson Montgomery and JaAnne Sparks, “Framework for Assessing the
Impact of an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 on Library Costs and Staffing Patterns,”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igan), p. 14.
16) 竹波大學附屬圖書館, “電子ジャ-ナルの利用に關するアンケト調査の結果について,”
(http://www.tulips.tsukuba.ac.jp/online-j/enquete.html)
17) Lenares,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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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인쇄잡지 및 전자잡지의 이용비교
OhioLINK의 경험을 빌어 전자형 핵심자료와 주변자료의 이용비율은 70 :

30 내지 60 : 40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8) 이러한 추정은 파레토

법칙(Pareto's Law)을 원용한 트루즈웰(R.W. Trueswell)19)이 노스웨스턴

(Northwestern), 매사츄세츠(Massachusetts), 홀리오케(Holyoke)의 대학도서
관을 대상으로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입증한 이른바 ‘80/20 rule’(각각 전체장

서 중에서 약 20%가 총대출건수의 80%를 차지하며, 역으로 대출량의 80%

가 약 20%의 장서에 의해 만족된다)과는 10∼20%의 차이가 있어 전자출판

물의 장서구성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4. 전자출판물과 패러다임의 변화
전자출판물은 국가도서관이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자료수집의 역사성, 장서구

성의 체계성, 실물보존의 완전성, 정보봉사의 망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다양

한 전자매체는 자료수집과 장서구성의 무용론을, 디지털기술은 실물보존의 불

필요성을, 인터넷 환경은 정보봉사의 대체성을 주장하는데 일조한다. 실제로 많
은 도서관이 장서관리의 기본방향을 인쇄매체 위주의 망라적 수집정책에서 전
자매체를 가미한 핵심자료의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정보검색 및 원문
제공의 채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 Steve O'Connor, “Value in Existing and New Paradigms of Electronic Scholarly
Communication,” Library Hi Tech, Vol.18, No.1(2000), p. 40.
19) Richard W. Trueswell, “Determining the Optimal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Vol.16, No.1(1966), pp.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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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대립적 담론으로 회자되는 장서패러다임이 가치론

대 요구론, 인쇄자료 대 전자매체, 실물소장 대 원격접근, 정량적 평가 대 정성
적 평가, 원형보존 대 매체변환, 집중화 대 분산화 등이다. 이들을 포괄하는 핵
심적

패러다임이

바로

실물소장(physical

ownership)과

원격접근(remote

access)이다. 소장패러다임은 이용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물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장서에 편입시키는 시나리오(just in case)를 말한다. 그러나 소

장중심의 장서구성이 매체종수의 급증, 자료가격의 가파른 상승, 구입예산의 동
결 내지 상대적 삭감으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에 종래의 인쇄자
료에 대한 전자적 접근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소장
보다 일시적 이용가능성을 강조하는 접근패러다임, 즉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다양한 채널로 접근할 수 있는 시나리오(just in time)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협동수서, 마이크로자료ㆍCD-ROM 등의
임대나 라이센스, 원격자료의 전자적 전송, 미소장자료의 입수대행 또는 중개기
관으로서의 문헌제공봉사, 전통적인 상호대차 등이다.

과연 정보기술과 전자출판물은 장서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장에서 접근으로 이

동시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기술환경은 정보매체의 형질변경과 접근수단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정보의 보고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킬 따름이다. 이를

집약하여 도시하면〔그림 11〕과 같다. 즉, 장서관리에서 회자되는 모든 대
립

〔그림 11〕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과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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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러다임이 ‘소장 대 접근’으로 귀착되고 있는데 양자에 대한 객관적 시
각이 필요하다. 만약 화해불능의 대립적 개념으로 상정할 경우, 접근에 대한

반동은 지적 폐쇄증을 자초하고 소장에 대한 거부는 지식문화의 단절과 공
동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소장 대 접근’이 아닌 ‘소장과 접근’의 상보성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소장의 기반 위에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20)

그렇다면 전자출판물은 당연히 장서구성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호기를 포착한 듯이 디지털(전자) 도서관이 갑자
기 회자되면서 전통적 도서관의 용도폐기 내지 종말론이 득세하고 있다. 도대

체 전자도서관이 무엇이기에 대체성으로 비화되는가. 아직도 분명하게 규정하

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트정보를 네트웍으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와 ‘디지털

화된 정보자료의 집합체’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발원ㆍ
파생되는 심각한 오류는 ‘어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에 집적된 방대한 실물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비록
전자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

여 접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
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가용자원이 충분하더라도 모든 장서의 디지털화는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요컨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미
래에도

국가도서관은

실물장서의

집적소인 동시에 디지털정보의 게
이트웨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서패러다임의 요동과 변화가 초
래하는

국가도서관의

패러다임은

〔그림 12〕처럼 인쇄자료와 디지

털정보, 물리적 접근과 네트웍 접
근을 동시에 수용하는, 이른바 혼

합형 도서관(hybrid library)이 되

어야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전자
도서관을

디지털정보의

집합체로

규정한다면 ‘도서관’으로 지칭할 이
〔그림 12〕국가도서관 패러다임의 진화과정

유가 없다. 오히려 ‘정보게이트’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20) 윤희윤, “도서관 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 분석,” 國會圖書館報, 第38卷, 第1號(2001,
1ㆍ2), p. 59.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21

Ⅳ.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의 방안과 과제
어떤 경우에도 국가도서관은 인류의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ㆍ보존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에 축적된 정보자료의 질량(자료의 역사

성, 방대성, 보존성, 접근성, 이용가능성)이 국가의 총체적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생산동향, 인식도, 이용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 인쇄자료에 전자출판물을 조속히 추가ㆍ보강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

를 위한 방안과 수반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4.1 체계적 수집방안과 과제
4.1.1 수집의 범위와 수준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때, 가장 포괄적인 개념과 범위를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ㆍ보존해야 한다는 당

위성에 기저한다. 다만 현실적 제약조건을 감안하면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유통

되는 모든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기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
서 전자출판물의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전통적인 인쇄자료(도서, 잡지, 팜플렛, 보고서 등)의 전자버전
② 오리지널 전자출판물(CD-ROM, 전자잡지, 회의자료 등)

③ 상호작용형 데이터베이스(서지, 통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을 포함)
④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각종 디지털정보

⑤ 정보네트웍으로
(preprint) 등

이용가능한

전자게시판,

토론리스트,

전자형

예고집

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전문가 시스템
⑦ 멀티미디어(게임 등)

상술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수집하되, 각각의 전자출판물을 어느 수준까지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인쇄자료의 집서수준을 준용

하는 방법과 별도의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미국의 연구도서관협
회(ARL),

도서관협회(ALA)의

장서개발정책위원회,

서부지역도서관네트웍

(WLN),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CARL), 호주국립도서관(NLA) 등이 수집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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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집서(minimal collection), 기본집서(basic or working collection), 학습지원
혹은 연구집서(study or research collection), 포괄적 집서(comprehensive
collection), 망라적 집서(true completeness)로 제시한 바 있다.21)

이를 준용할 경우에 국가도서관은 마지막 단계인 망라적 집서수준을 선택해

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은 그 특성상 인쇄자료의 집서수준을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수집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영구보존의 수준(permanent archived level) : 국내에서 출판(제작)된 인

쇄자료의 전자버전, 오리지널 전자출판물, 상호작용형 데이터베이스 등을 망라
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축적하고 지적 내용을 영원히 보존하는 수준
을 말한다.

② 한시적 봉사수준(temporary served level) : 전자형태로 출판된 국내의

자료(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와 외국의 자료(가령, 국가별 서지, 참고자료,

정부간행물, 국제기구의 자료 등)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사이트에 축적ㆍ봉사

하지만, 영구보존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준은 영구보존의 중간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링크수준(linked level) : 다른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인터넷정보(웹사이트

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각종 디지털정보)를 링크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에 웹
정보를 통정할 필요는 없지만 링크기능의 최신성은 유지한다.

이상의 3가지 수준 중에서 영구보존을 위한 수집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국가

도서관에 부여된 일차적 책무이다. 동시에 국내에서 출판된 전자자료는 물론
외국의 유용한 네트웍 자료에도 접근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1.2 선택기준과 우선순위
먼저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면 무수한 개별자료 가운데 유용한 것을 선택해

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박과 엘코디

(D.K. Kovacs and A. Elkordy)는 웹베이스 전자자원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수록내용, 정보의 적시성, 컴퓨터 화면에서의

현시성(또는 표현성), 이용의 편의성, 디지털 또는 웹포맷의 적절성, 웹자원의
21) 윤희윤. 장서관리론 : 점토판에서 사이버북까지(대구 :태일사, 199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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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을 제시하였다.22)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인쇄자료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저작권 침해,

라이센스 협정, 기술적 장애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자체에 국가도서관은 인
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유용한 웹정

보를 적시에 수집함으로써 실물소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웹정보에 대
한 접근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웹정보를 선택할 때, 사이트의 신뢰성은
익명성, 질관리의 결여, 부정적 메타정보, 비문법적 문구, 오자나 탈자 등을, 수

록정보의 부정확성은 작성일의 부재, 일반화의 애매성과 포괄성,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것, 반론이나 반응을 무시한 일방적 견해 등을, 객관성의 결여부분은 무
절제한 언어구사, 과대한 주장이나 지나친 진술, 이해의 모순 등에 주목해야 한
다.

다음으로 전자출판물의 수집을 위한 선택기준과 그 우선 순위는 국가, 도서관

의 성격, 수집의 수준, 자료의 유형과 주제 등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의회도서
관은 영구집서용 선택기준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에 봉사하는 유용성,

정보제공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 정보의 최신성, 업그래
이드 빈도,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23) 국내의 국가도서관이 전자출
판물을 수집할 때의 선택기준과 우선 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① 한국의 전자출판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간행

또는 제작된 자료, 외국에서 출시되었지만 한국을 주제(대상)로 한 출판물, 한
국인이 집필(생산)한 자료가 포함된다. 이 때의 판별기준은 그 출판물이나 부

대자료(메타데이터)에 명시된 지리적 위치, 출판사의 위치, 최초 저자의 주소와
국적, 네트웍에 탑재된 출판물의 일차적 위치 등이다.

② 원저자(생산자)가 생산한 전자출판물은 2차 자료에 우선한다.

③ 처음부터 전자버전으로 출판된 자료, 즉 오리지널 전자출판물은 망라적으

로 선택한다. 이 때에는 유일판의 전자버전인지, 인쇄자료의 전자버전인지, 여
러 포맷의 동시버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오리지널 전자출판물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도서관의 장서구성을 보충하거
22) Diane K. Kovacs and Aangela Elkordy, “Collection Development in Cyberspace :
Building and Electronic Library Collection,” Library Hi Tech, Vol.18, No.4(2000), p.
344.
23) The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 Electronic Resources,”
(http://cweb.loc.gov/acq/devpol/electr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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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고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한다. 이 때에는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인쇄자료의 완전한 디지털버전, 시중에 유통되는 인쇄자료의 완전한 전자
버전의 순으로 선택한다.
⑤ 전자출판물의 내용 및 형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간행물(법령, 정

책보고서, 통계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 주제별 대표적인 참고자료(서

지, 사전, 명감, 지도자료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핵심자료 등의 순으로 선택
ㆍ수집한다.
⑥ 최초의 전자버전과 후속버전의 순으로 선택한다. 이 때에는 전자출판물의

버전이 신판으로 발표된 경우, 출판사가 새로운 버전을 간주하는 경우, 새로운
버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등을 판별기준으로 삼는다.
⑦ 소위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dynamic publication)은 업데이트 전후
의 내용변화와 구성체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⑧ 어떤 전자출판물의 포맷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표준포맷으로 구성된 자
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⑨ 전자포맷에 기초한 다른 전문텍스트와 이미지의 일부로서 통합된 오디오
및 비디오 포맷을 선택한다.

4.1.3 체계적인 수집방안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링크

등이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표 7>24)과 같이 납본과 구입을 통

한 수집비율이 93.3%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납본에 의한 수집비율이 매

<표 7>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방식
구 분

우 높은 이유는 관계법령에서 자료제

납본(자료제출)

출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

구입

문이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납본과 구입이 절대의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링크기능을 자
료수집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율(수량)

179,735(78.9%)
32,785(14.4%)
6,597(2.9%)

기증

6,135(2.7%)

교환
자체생산
계

2,478(1.1%)

227,730(100.0%)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정보량을 감안
24) http://www.nl.go.kr/main.php3?top=01&main=guide/organ/kwanzang.html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25

하면 장서개발의 수단
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가

도서관은 〔그림 13〕
과

같이

소장자료는

디지털화를 통하여, 전

자출판물은 납본과 구
입방식으로,

웹정보자

원은 링크와 다운로드
의

방식으로

장서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그림 13〕국가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구성도

가. 납본제도에 의한 수집방안

납본(legal deposit)은 국가도서관이 인류의 지식문화를 수집ㆍ보존하고 이용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제도이다. 1537년 프랑스(국왕 Fran ois I)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 벨기에(1594년), 영국(1610년), 스웨덴(1661년), 덴마크

(1697년), 핀란드(1702년) 등의 순으로 납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왔으며, 국

내의 경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국의 납본제도에 관한 법적 편제를 집약하면 <표 8>과 같다.25) 그리고 전
자출판물의 납본에 관
<표 8> 국가별 납본제도의 법적 편제
법적 편제
납본법
저작권법
국가도서관법
일반적 도서관법
행정명령(포고)

대 상 국 가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공 등

미국, 영국(Great Britain),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나이제리아 등
한국, 타스마니아

칠레, 쿠바, 나이제리아, 필리핀

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국가의 현황은 <표
9>와 같다. 그 중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 (전
자잡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 웹사이트 등 )
의 의무납본을 규정한
국가는

노르웨이

(1989) 와 남아프리카

25) Jules Larivi re,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Paris : UNESCO, 2000)
(http://www.ifla.org/VII/s1/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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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명시한 국가
대 상 자 료

전자
출판물

오프라인

온라인

국

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일본, 핀란드 등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공화국 (1997) 이다 . 26)
그리고 최근에 덴마크

를 비롯한 프랑스, 일
본 등도 전자출판물을
포함시켰으나,

온라인

자료는 수집 및 보존
과 관련된 많은 미해
결

문제를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한편 국내의 납본에 관한 법제는 매우 복잡하고 부실하다. 주요 관계법령의

납본규정을 간추리면 <표 10>과 같다. 이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되는

법령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이며, 이에 근거한〔동법 시행령〕제21

조 제1항 3호( 전산화 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가 전자출판물과 관한 납본조
항이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대표적 포맷인 디스켓이나 온라인 자료에는 적용
될 수 없다.
<표 10> 국내의 납본관련 법령의 분석
법 령(조문)

발간(제작)의 주체와 대상자료

부수

납본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6126호) 제17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서ㆍ연속간행물ㆍ음반
ㆍ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부

국립중앙 도서관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5659호)제4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만화ㆍ
사진집ㆍ화보집 및 소설)

2부

문화관광부장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926호) 제10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
(정기간행물)

2부

문화관광부장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529호) 제15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

(법률 제6034호) 제7조 제1항

년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

사료위원회
1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26) National Library of Norway, Rana Division,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egal
Deposit of Generally Available Documents(Act no. 32 of 9 June 1989) ; Republic of
South Africa, Department of Arts,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Deposit
Act, 1997(Act no. 54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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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조문)

발간(제작)의 주체와 대상자료

부수

납본처

10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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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
국회도서관법

육ㆍ연구기관(도서ㆍ연속간행물ㆍ멀티미디어자

(법률 제6034호) 제7조 제1항 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 지원이나 국
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규칙 제1468호) 제14조

각급 법원(출판물)

필요한
부수

법원도서관

이러한 법제로는 전자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을 기대할 수 없어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장서구성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어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하게 된다. 비록 저작권, 접근
조건, 기술적 장애, 포맷의 표준화, 인식과 이해 등의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
속한 시일 내에 전자출판물의 납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디지털화된 자료의 수집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
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 중에서 납본제는 망라적 수집의 첩경인 동시에 디지
털 도서관 구축의 선결조건이다.
나. 구입 및 계약을 통한 수집방안

상술한 납본제에 의한 수집방식은 자료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납본 실적을 반추해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
라서 납본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입하는 방
식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납본을 꺼리는 고가의 전자출판물이나 외국에
서 출판된 온라인 자료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수집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 국가도서관의 딜레마가 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쇄자료를 수집

하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고가의 전자출판물까지 구입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세계에서 전자출판물(컴퓨터파일

과 전자형 연속간행물)의 수집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연구도서관들도

〔그림 14〕에 도시한 것처럼 연평균 구입예산은 10% 내외에 불가하다.27) 이

러한 배정비율은 전자출판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이
27) Martha Kyrillidou, ARL Supplementary Statistics : 1998-99(Washington, D.C. :
ARL, 200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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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체의 출판물
중에서 아직은 학술적
인 전자출판물의 점유
율이 미미하기 때문이
다.
한편

국가도서관의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
한 예산비율이나 구입
〔그림 14〕자료예산에서 전자자원 배정비율의
변화추이

종수에 대한 통계데이
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연구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구입예산

을 더 요청하거나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배정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정된 예산으로 어떤 자료를 구입해야 체계적인 장서구성과 이용자의 접근가
능성이 제고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의 대종은 전자도서, 전자잡지, 데이터

베이스이다. 전자도서의 경우는 문학작품, 아동도서, 참고도서, 컴퓨터 관련자료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동도서의 구입기능은 공공도서관에 상당부분 할애하

고, 문학자료는 작품성이 뛰어나 자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구입하며, 참고도

서는 가능한 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전자잡지 중에서 학술지의 경우는 많은
대학도서관이 구독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제별로 대표적인 잡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서지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를 수록한 것은 최대한 수집하고, 기타 전문정보를 수록한 외국의 자료는 특히
대학도서관들과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사이트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다. 링크기능에 의한 수집력의 강화

어느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지만, 전자출판물의 90% 이상은 웹정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각종 사이트에 탑재된 전자자료의 대표적 유형이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잡지, 회색문헌의 대종을 차지하는 회의자료와 연구프로젝트, 다양한 방식

으로 분석ㆍ편집한 통계데이터, 정책과 기준, 법령과 제도, 전자게시판, 단편적
정보 등이다. 이러한 자료는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로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납본대상이 아니며, 예산을 투입해도 수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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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렇다면 전자출판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웹정보자원은 어떻게 수집해

야 하는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 국가도서관의 웹사이트에 링크ㆍ축적하는 것이
다. 이 경우에 링크는 인터넷 정보자원(서지기록)이 위치하는 사이트나 포인터
를 연결하는 수단을 말한다. 신세기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게
이트웨이라 할 때, 적어도 웹정보에 대한 링크기능은 저작권이나 예산의 부담

을 최소화하면서 수집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리옥스(M. Rioux)가 사
서를 ‘경작된 곡식의 수확자가 아니라 야생과일과 기타 보물을 찾아내는 사냥
꾼’28)으로 묘사한 것도 바로 링크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링크기능이 국가도서관의 수집행위인가. 링크된 전자출판물을 도서관의

수집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인쇄자료

의 소장이 보존과 이용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전자출판물의 링크기능은 접근과
이용을 제고시키고 확장하는 수단이다. 환언하면 납본이나 예산으로 수집이 불
가능한 전자출판물을 국가도서관의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 오프라인 전자

출판물과 디지털화한 자료는 그 부분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가도서관을 모든 지식문화의 보고나 게이트웨이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따라서 웹정보자원에 대한 링크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국가차원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할 때, 인터넷 정보를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에 못지 않게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링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수집 및 개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상자료에는 메타사이트나 전자도서관, 디렉토리(리스
트), 주제가이드, 단체(학회, 협회 등), 최신정보의 주지도구, 전자형 전문자료
(잡지논문, 회의자료, 전자텍스트), 웹에서 무료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정

부간행물, 이미지뱅크, 뉴스레터, 푸쉬기술), 온라인 정보봉사(즉답형 자료, 주

제별 참고자료, 주제별 리뷰사이트), 탐색엔진(일반 및 주제), 주제별 게이트웨
이, 통계데이터 사이트, 웹탐색용 훈련코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8) M. Rioux, “Hunting and Gathering in Cyberspace : Finding and Selecting Web
Resources for the Library's Virtual Collection,” In Pioneering New Serials Frontiers
: From Petroglyphs to Cyberserials, edited by C. Christiansen and C.
Leathem(Albuquerque, NM : Univ. of New Mexico, 1997),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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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링크 또는 다운로드한 사이트는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소위 ‘가상서고’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기능은〔그림 15〕와 같이 형식적

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극히 제한적 링크에 불과하다. 혹자는
링크된 각종 도서관 사이트를 클릭하면 그 아래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항변할

지 모르나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이트와 관련정보를
하향식 (top-down) 으로
계속

클릭해야

하므로

시간낭비가 심하다. 웹정
보자원에

대한

〔그림 15〕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사이트

선별적

링크와 다운로드는 전통
적으로 수행해 왔던 참
고도서의 해제, 질의응답

파일의 작성, 클리핑 작
업과 체계화 등의 확장
이며, 그 결과는 가상공
간의 주제별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이 링크 및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

한 ‘가상서고’를 구축할 때는 체계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십진분류

법, 학문이나 주제, 자료의 유형과 특성 등 다양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
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그림 16〕29)은 링크기능을 이용하여 구축한 주제별

게이트웨이 중에서 구성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인간공학’의 사이트이다. 물론
단기간에 모든 주제에 대한 링크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웹정보에
대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주제별로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④ 그러나 모든 웹정보를 링크사이트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도 불

29) http://library.ucr.edu/ergolib/#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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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웹페이지와 웹사

이트의 반감기가 각각 2
년과 3년 이하30)에 불과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
하면

50%가

소멸되고

10년이 지나면 약 3.1%
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웹정보를 링크할 때는
정보에 대한 평가 및 선
〔그림 16〕웹정보자원을 이용한 ‘인간공학’의

택기능이 요구된다.

링크집
⑤ 마지막으로 링크한
사이트에 축적된 정보를 다운받아 가상서고의 디지털자료에 편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의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있지만 대다수 웹정보는 다운받거나
프린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로 입수할

수 없는 회색문헌(프로젝트 보고서, 회의자료, 학회 세미나의 논문) 가운데 중
요한 전문을 다운받아 디지털장서에 축적해야 할 것이다.
4.1.4 수집을 위한 정책적 과제

디지털시대의 장서개발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인쇄자료가 수

집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전자출판물을 대거 편입시켜

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리 납본규정이 존재하고 구입예산이 배정

되더라도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ㆍ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링
크기능에 의한 웹정보의 수집에도 적지 않은 제약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도서관은〔그림 17〕과 같이 인쇄자료와 시청각자료는 물론 전자출판
물까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접근시스템을 갖추는데 진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칙적, 방법적, 실

무적 대안의 구상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의 정책적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0) Wallace C. Koehler, JR., “Classifying Web Sites and Web Pages : the Use of
Metrics and URL Characteristics as Marker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 No.1(March 1999), p. 24 ;

http://www.shef.ac.uk/is/publications/infres/paper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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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국립중앙도서관의 웹사이트 링크의 개념도
① 모든 수집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수

집 및 개발업무(전자자료의 수집 및 링크, 벤더와의 접촉 및 계약, 라이센스 관

리, 전자출판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운영기능, 웹마스터와의 협력, 전자자료

의 통계수집 등)를 전담할 새로운 직종과 조직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에는 Drexel University의 W.W. Hagerty 도서관이 신설한 전자자원관리자
(Electronic Resources Manager)31)가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②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차원의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
직도 공식적인 정책문서가 없다는 사실은 장서개발의 비체계성을 극명하게 보

여주는 사례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실무적 지침이나 기준
이 있다면, 정책문서로 격상시키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외에 공개·홍보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의 도서관 및 현직자를 위한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다른 도서관을 지원ㆍ계도할 책무가 있
다.

31) Montgomery and Sparks, op. 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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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출판물의 수집 및 보존기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칭〔국립중
앙도서관법〕을 제정하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된 납본조항을 이치
하고 시대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현행 법령은 그 성격을
‘공공도서관 중심의 법령’으로 전환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서가 도서관

의 요체라면 그 망라성과 충실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가급적 빨리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전자출판물이
국가도서관에 납본되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④ 국가도서관이 국내의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납본제

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체계를 고수한다면 납본제의 항목과 구성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전자출판물의 개념은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오프라인 전자출판물(디스켓 등)은 물론 다종다양한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전자출판물의 체계적 구성

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형질변경(다운로드, 복제, 재생, 변형 등)을 법적으로 허
용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ㆍ축적된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소위 ‘공정한 이용권’을
허용하는 예외적 조항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학계나 실무진에서 논급한 주마간
산 내지 지엽적 접근으로는 납본기능이 강화되기 어렵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기능을 강화하려면 저작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

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산하의 ‘저작권과’를 국

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사무소
(copyright office)가 의회도서관에 편제되어 있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⑥ 가칭 ‘국가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시각은 시스템적

차원과 공간적 개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가상공간에서의 게이트웨이적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물(물리적 공간)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후
자는 디지털정보도 축적ㆍ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러나 디지털 도서관은 현재의 건물과 장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

부시스템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직원과 이용자, 전자출판물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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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이나 여력을 감안할 때, 많은 정책적 과

제를 준비하고 난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의 완급성을 검토하여 장단기 특별과제로 설정하고 사계의 전문가를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납본제도가 개선ㆍ보강되지 않으면 디지털 도서

관을 건립해도 바람직한 역량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의 전자출판물 납
본제도를 정밀 조사ㆍ분석하고 관계법령의 개정모형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
다.

4.2. 다양한 보존방안과 과제
전자출판물의 수집은 일차적으로 접근과 배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자출판물에 수록된 정보는 인쇄매체에 비해 훼손되기 쉽고 정보
기술의 급변으로 장기적 보존이 어렵다. 게다가 생산량의 방대성과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모두 보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전통적 자료와 다
른 차원에서 장기적 보존과 접근을 위한 수단과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4.2.1 보존의 난해성과 장애요소

전자출판물의 보존은 인쇄자료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대개 매체의 노화와 단명성, 정보기술

에의 절대적 의존성, 보존 및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출판물은 인쇄자료보다 매체의 내구연한이 훨씬 짧다. 브랜드(S.

Brand)는 디지털 데이터의 반감기를 약 5년32)으로, 러셀(K. Russell)은 특정 기

술에 의존하는 디지털자원은 5년내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될 것33)으로 추정하였
다. 그런가 하면, 로텐버그(J. Rothenberg)는 정보매체별 노화기간 및 물리적
수명을 <표 11>과 같이 추정한 바 있다.34)

32) Stewart Brand, “Escaping the Digital Dark Age,” Library Journal, Vol.124, No.2(Feb.
1999), p. 46.
33) Kelly Russell, “CEDARS : Long-term Access and Usability of Digital Resources :
The Digital Preservation Conundrum,” (http://www.ariadne.ac.uk/issue18/cedars/)
34) Jeff Rothenberg, “Ensuring the Longevity of Digital Documents,” Scientific
American, Vol.272, No.1(Jan. 1995),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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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매체별 노화 및 수명의 추정시간
매 체

노화시간
5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광디스크

1

전자출판물이

정보기술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는 속성도 안정적 보

5

5～10

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

10

30

반증한다. 그에 따르면 컴

5

비디오 테이프

물리적 수명

다음으로

35

1～2

용한다. 그것은 이른바 무
어법칙(Moore's

law)이

퓨터의 성능은 18개월마

다 배증하는 반면에 감가상각율은 주당 1%에 이른다.35) 그렇기 때문에 출시된
정보기술과 매체는 충분히 활용되기 전에 신기술에 의해 퇴출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기술환경이 변하면 전자출판물의 가독성이 저하되거나 전
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기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대
부분의 도서관은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도스 버전에서 윈도우
버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지출은 물론 정보의 손실, 시스템의
오류, 이용자의 불만 등을 경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매체 그 자체의 단명성에 따른 안정성의 약화와 대체기술의
잦은 출시현상으로 인한 가독성의 저하는 포맷변환을 포함한 데이터의 재생과
복구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상실된다. 데
이터 복구회사인 Ontrack이 고

객(5만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손실의

원인을

분석한〔그림

18〕을 보면 하드웨어나 시스
템의 기능부전이 전체의 44%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간
의 에러로 32%, 그리고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의

기능부전이

14%로 나타났다. 결국 정보기

술의 기능부전이 전체 원인의
58%를 차지하였다.36)

〔그림 18〕데이터 손실의 원인

35) http://www.esf.edu.hk/Big6present/tsld010.htm ;
http://www.intel.com/intel/museum/25anniv/hof/moore.htm
36) Seamus Ross and Ann Gow, Digital Archaeology : Rescuing Neglected and
Damaged Data Resources(London : Library Information Technology Centre, 1999),
p.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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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디지털 보존의 장애요소와 원인
장 애 요 소

원

인

매체의 퇴화

ㆍ축적환경(고온, 높은 상대습도)
ㆍ마그네틱 자료와의 접촉
ㆍ재해나 제조상 결함

접근장치의 기능성 상실

ㆍ기술적 노화
ㆍ기계장치 구성요소의 마모
ㆍ구식의 드라이버

조작성능의 상실

ㆍ하드웨어의 변화
ㆍ운영시스템의 변화

현시성능의 상실

ㆍ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의 변화
ㆍ특정 응용패키지가 새로운 환경에서 가동되지 않는 경우

링크기능의 약화

ㆍ기록된 데이터의 접근불능
ㆍ비상식적 압축알고리즘의 적용

그 외에도 전자출판물의 보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많다. 그러나 <표 12>에

집약한 바와 같이 대부분은 정보기술에서 비롯되는 기능성의 상실이다. 정보매
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가독용 드라이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 그리
고 드라이브를 통제하고 매체에 사용된 엔코딩을 판독할 수 있는 접근프로그램

(장치드라이버)이 새로운 컴퓨터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정보매체로서의 수명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의 총아가 전자출판물인데, 그 기술환경이 다시
정보매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

에서도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최대한 확보ㆍ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존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4.2.2 디지털 보존의 과정과 유형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그 유형과 우선 순위에 따라 망라적

으로 수집한 다음에 보존하는 과정과 활동은〔그림 19〕와 같이 도시할 수 있

다. 즉, 저자, 출판사, 배포자를 통하여 납본 또는 구입한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호스트, 웹사이트 등)에서 선택한 자료가 디지털 데이
터베이스에 집합되면 그 때부터 보존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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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디지털 보존의 과정과 내용
그러나 전자형 장서에는 온라인 자료 외에도 CD-ROM이나 디스켓 등의 오

프라인 매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쇄자료의 보존활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통상적 보존(보존계획의 수립과 정책결정, 절차의 개발과 적용, 기록정보의 유

지, 서고환경 및 자료관리), 파손자료의 처리(수선, 복원, 대체물의 준비 등), 수
장공간의 확장(제적, 재배치, 디지털 보존서고의 확보), 형질변경(매체의 변형,

내용의 복제 또는 재생, 기술의 이전과 업그레이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포맷과 내용의 변형이다. 설령 정보매체의 물

리적 성질이나 축적된 내용이 안전하더라도 접근ㆍ이용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가 바뀌면 별무 소용이다. 또한 인쇄자료는 이용자의 시각(두뇌)과 종이 위
에 인쇄된 글자의 상호작용인데 비하여 전자출판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교한 연동을 전제로 이용자와 단말기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인쇄자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형보존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출판
물은 아무리 원형보존이 완벽하더라도 기술환경이 변하면 접근할 수 없다. 바

로 여기에 보존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가도서관에는 중요한
전자출판물의 지적 내용이나 외형을 유지해야 할 무한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
로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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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디지털보존의 전략적 방안
디지털보존이란 수집된 매체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도

접근,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자출판물

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다. 그러나 콘웨이(P. Conway)가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ㆍㆍㆍ파라오(Pharaohs)와 함께 매장된 파피루스보다 더

부서지기 쉽다”37)고 경고한 것처럼 전자출판물은 매체의 허약성(fragility), 축적

된 정보의 변동성(changeability), 정보기술(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노화

(obsolescence)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을 어렵게 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노화현상은 다른 요소들보다 더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
① 매체재생(medium refreshing) :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체의 복제’를 의미한

다. 다시 말해 디지털정보를 축적한 매체(테이프, 디스켓, 컴팩트 디스크)가 한
계수명에 도달하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동종의 새로운 매체에 복제하는 것

을 말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작금의 디지털 보존방식이지만, 정보기술이
교체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② 매체변환(medium conversion) : 매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비표준적 매

체를 안정적이고 표준매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디스켓에 저장

한 전자출판물의 지적 내용을 그대로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CD-ROM 등

에 저장하거나 호스트 컴퓨터의 가상서고에 축적하는 경우이다. 대개는 포맷변
환을 수반한다.

③ 포맷변환(format conversion) : 원본의 전자출판물에 수록된 지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의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가령 전자

출판물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축적포맷(ASCII, DATAbase Formats, Word

Processor Formats, Print Format, PDF, Structured Document Format, XML
등) 중에서 ASCII 텍스트 포맷으로 출시된 전자출판물을 PDF 이미지 포맷으

로 바꾸는 리포맷팅(reformatting) 또는 트랜스포맷팅(transformatting)을 지칭

한다. 디지털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할 경우, 포맷변형을 동반하므로 리포맷팅보
다는 트랜스포맷팅이 더 적합한 용어이다.
37) Hsi-ping Shao, “Embracing the Technological Future : Issues and Challenges
Facing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Missions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Beijing, China, Oct. 25-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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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전환(technology migration) : 기술환경의 전환은 매체와 포맷의 재생

이나 변환을 포괄하는 디지털 보존전략의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기존의 전

자출판물을 더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
록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수용하여 작동 및 검색환경을 바꾸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디지털매체의 초기 운영환경인 도스 버전을 윈도우 버전으
로 변환하거나 단독형 버전을 네트웍 버전으로 전환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컨대 매체재생은 전자출판물의 물리적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인데 비하여

매체변환은 외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포맷변환과 기술전환은 정보의

구조적 속성(그래픽, 하이퍼 텍스트, 파일구조, 링크구조 등)과 기능성을 중시하
는 보존방식이다. 그렇다면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보존할 때 어떤 방안을
채택해야 하는가. 적어도 도서관의 현실적 여건, 전자출판물의 다양한 속성, 정
보기술의 진보 등을 감안하면 어떤 특정한 보존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최선의 대안일 수 없다. 일부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매체의 원형보존이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다양한 포맷을 하나로 통일하는 선택이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환경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기술

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나 검증성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보존전략을 모색할 때는〔그림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거시

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가장 단순한 매체재생에서 매우 복잡하고 유

동적인 기술전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의 용도와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

도서관은 각각의 전자출판물이 필요로 하는 보존조건(매체의 원형성, 정보의
안정성, 접근과 이용의 기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계열적 매체와 포맷이 공존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성에 적합한 기술환경을 구비해야 하므로 운영시스템의 충돌현상이나 비효

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소하려면 주기적으로
기술전환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림 20〕전자출판물 보존방식의 스펙트럼과 선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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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디지털보존의 경제성 분석
아직까지 전자출판물만을 대상으로 여러 보존방식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는 없다. 다만 자료유형별 또는 실물자료의 보존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을

비교ㆍ분석한 자료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보
존의 경제성과 함의를 논급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보존 및 접근위원회(CPA)와 연구도서관그룹(RLG)은 예일대학도

서관을 대상으로 실물자료의 보존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의 소장 및 접근비용
을 상세하게 분석하였

다.38) 전자의 비용은 하
버드대학도서관의 데이

터에 근거하여, 후자는
‘Yale's

Project

Open

Book’ 에 소장된 2,000
종의 디지털 텍스트에

서 추정하였다. 그 결
과,〔그림 21〕과 같이

〔그림 21〕실물축적과 디지털 축적의 비용변화

보존도서관(연간 증가책
수를 20만권, 이용책수

를 장서의 15%로 산정)

의 당연도 총비용은 174,859달러, 디지털 도서관(연간 증가책수를 20만권, 이용

책수를 장서의 20%로 산정)의 총비용은 372,078달러로 추산되었다. 결국 기준
연도의 비용분석에서는 실물보존이 디지털화보다 훨씬 경제적이지만 연차증가

량(20만권)ㆍ연간 물가상승율(4%)ㆍ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명(5년)을 고
려하여 추정한 결과는 연도가 경과할수록 디지털보존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은 워터스(D.J. Waters)가 장서 18만권을 기준으로 실물도서관의

모형(just-in case)과 디지털 도서관의 모형(just-in time)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39) 연간 이용책수를 각각 13%와 18%로 계상한 단

위비용의 경우,〔그림 22〕을 보면 축적비용이 접근비용보다 많은 가운데 실물
모형의 축적비용은 연도가 지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디지털모형은
38) The 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 and The Research Libraries Group,
Inc., “Preservation Digital Information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Archiving of
Digital Information,” (http://www.org/ArchTF/tfadi.index.htm)
39) Donald J. Waters, “Transforming Libraries Through Digital Preservation,” Collection
Management, Vol.22, No.3/4(1998),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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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DM과 DL의 비용변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초 실물모형의 축적 및 접근비용은 디지털모형의 그

것에 비해 각각 39.4%와 35.5%에 불과하였으나 마지막 연도에는 오히려 각각
20.6배와 1.26배로 증가하였다. 총비용의 경우도 기준연도에는 실물모형이 디지

털모형의 36.6%에 지나지 않았으나, 4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마지막 연도에는
디지털모형의 3.9배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토론토대학의 토마스피셔 희귀서도서관(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이 매체의 유형별 축적 및 접근 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16>과

같다.40) 즉, 1책(216p. 기준)당 연간 축적 및 접근 비용은 도서가 5.89달러, 마이
크로피쉬가 0.16달러인데 비하여 디지털자료는 39.20 달러로 나타났다. 매체변

형에 따른 1권당 평균비용은 도서를 피쉬로 변환하는데 333.11달러, 피쉬를 디
지털 포맷으로 변환하는데 258.82달러가 소요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보존이 가장

유리하고 경제적이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가상공간에 디지털 이미지로 축적할 수 있더라도, 미해결 난제가 산적

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원형보존과 매체변형, 실물소장과 원격접근을 혼용하는
보존방식이 바람직하다.

40) Bruce R. Kingma, “The Economics of Digital Access : The Early Canadiana Online
Project,”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igan) (http://www.si.umich.edu/PEAK-2000/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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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매체별 축적/접근비용의 분석
비용산출($)
축적 및 접근비용

도 서
마이크로피쉬
(216p. 기준)
디지털자료

총비용

이용당
비용

권당 비용

2,946,885
456,552
118,290

비용구성(%)

5.89

134.72

39.20

-

0.16

7.26

축적유지비

인건비

장비비품비

54

38

8

55

37
-

8

<표 16> 매체변형에 따른 비용분석
매체변형의 비용
도서→피쉬
피쉬→디지털

비 용 산 출 ( $ )
총 비 용

1,065,878

단위당 비용

780,938

114.17

236.08

이미지당 비용
1.54
1.20

권당 비용

333.11
258.82

4.2.5 디지털보존의 당면과제

모든 자료의 보존에는 ‘보존 대 이용’이라는 모순된 개념이 내재한다. 보존은
현재와 장래의 이용을 보증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성을 지향하는 반면

에 이용은 개방성을 추구한다.41) 원칙적으로 보존은 외부환경을 차단하거나 무

한정 격리시키는 동결적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접근과 이용을 배제하므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에 접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영원히 이용

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이
용성과 보존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접근의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보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수집한 전자출판물의 내용가치, 원형 충실도, 파

손가능성, 접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유형별로 다양한 보존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매체보존이 요구되는 경우는 완벽한 보존성을 추구하고, 내
용보존이 필요하면 매체재생ㆍ매체 변환ㆍ포맷변환ㆍ기술전환 등의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대용물을 준비하고 기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
지의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1) 笹森 勝之助, “資料保存のHOWとWHY : しろらと製パイラム,” びぶろす, Vol.40,
No.3(1989, 3),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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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가적 보존정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많은 자료가

수집되고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더라도 소위 경영관리의 핵심기능인 ‘P(계획)
→D(실행)→E(평가)’에 소홀하면 소용이 없다. 그 최초의 기능이 계획이며, 그
것은 전자출판물 보존정책의 입안을 의미한다. 호주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의

장기적 보존과 접근을 목적으로 개발한 ‘PANDOR Project’42)가 보존정책을 수
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② 국가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적과 보존을 위한 환경조건, 보존수준과 척도, 접근 및 이용과
정에서 자료훼손을 방지하는 장치, 매체변환 및 디지털전략 등이 필요하다.

③ 모든 전자출판물을 보존할 때는 ‘포맷의 중립성’, 즉 표준포맷에 우선 순위

를 두어야 한다. 수집된 매체의 파일형식이 표준포맷보다 우수하더라도 표준포
맷이 장기 보존에 더 유리할 경우에는 포맷의 속성을 표준형으로 변환할 필요
가 있다.
④ 국가도서관은 가능한 한 비압축 포맷으로 출시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어떤 압축형 알고리즘은 원본의 정보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보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압축행위를
피해야 한다. 만약 수집한 전자출판물이 압축형이라면 비압축 포맷으로 변환하
는 것이 동시보존에 따른 기술의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지구상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출판물은 장기적 축적과 보존에 부적합하다

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를 감안하여 캐나다 국가도서관은 4∼5년마다

정보매체를 재생하고 있다.43) 따라서 국가도서관도 특히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의 경우, 정보매체의 수명이 5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재생 또는
변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⑥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포맷이나 파일을 변환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

요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용으로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매체재생, 매체변환과, 포맷변환, 기술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납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납본법(legal Deposit Act)은 국가도서관으로 하여
42) http://pandora.nla.gov.au/bpm.html
43) Word That Mattrer, Inc.,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EPPP) : Summary of
the Final Report,” (http://collection.nlc-bnc.ca/e-coll-e/ere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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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자료의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저작

권법(Copyright Act)은 관내 이용을 전제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호
주의 국가도서관도 포맷변환(reformatting)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⑦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동보존을 계획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분산책임제

와 집중책임제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는 현재처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
관, 정부기록보존소, 일부의 대학도서관 등이 전자출판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책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후자는 국가도서관의 디지털서버에 집중적
으로 축적ㆍ보존하고 다른 기관들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전

자형 하드카피(디스켓. 테이프. CD-ROM)를 보존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전자정보보존소’를 설
립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적 책무를 수행
해야 하겠지만, 현행 납본법령의 분산체계를 감안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
니다.
⑧ 방대한 전자출판물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과제는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축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자환경에서는 보존과 접근이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므로 극히 일부

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기능성(look and feel)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장서의 축적(보존)구조를 예시한〔그림 22〕처럼 하향식의 정교
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전자장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시)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45

Ⅴ. 결론 및 제언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이다. 그러나 미래는 종래의 여러 대안 중에서 선
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과 의지 그리고 행동으로 창출해야 하는 공

간이다. 그 곳으로 가는 길은 익숙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전인미답의 미로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할 공간이 어떤 형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북극

성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도서관은 입장이다. 길섶에 나뒹구는 지

적 창조물을 취사하면서 준령을 넘어야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인쇄자료와 전자
매체, 실물공간과 가상공간, 보존서고와 정보게이트웨이, 사서직과 정보전문직

등의 대립적 담론과 쟁점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반추하고, 핵심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몽상
과 반역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고행과 성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 치중해야 할 대상이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전자출판물의 수집 및 보존’이다. 신세기의 국가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요체로 하는 디지털 도서관이 중요한 서브시스템으로

간주될 때, 본연의 기능성도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장서의 체계적 수집
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정보기술을 이용한 소장자료의 선별적 디

지털화, 납본과 구입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수집, 링크와 다운로드 기능

을 활용한 웹정보자원의 게이트웨이화)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출

판물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저작권 문제의 해결,
접근조건과 인증문제 등)를 보완하고, 정책적 과제(디지털 도서관의 건립, 관련

부서의 이관, 장서정책의 성문화, 보존방식의 결정)를 추진하며, 기술적 문제(원
형보존, 매체변환이나 기술전환, 축적포맷,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해결해야 한
다. 또한 실무진의 능력(웹정보의 검색능력, 유용한 정보의 선택, 다운로드 및
링크기능 등)도 제고시켜야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국가도서관에 내재된 불변의 핵심가치는 기록문화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계몽과 학습의 책무,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지적

자유의 수호, 프라이버스의 보호,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도
서관의 존재이유인 동시에 영원한 교리이다. 그것은 장서의 건실성과 접근의

편의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며, 또한 망자를 회생시키고 생자를 계몽할 수 있다.

46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참고문헌>
 윤희윤. “도서관 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 분석”.「國會圖書館報」第38卷,
第1號(2001년 1ㆍ2월호), pp. 44-64.
 윤희윤.「장서관리론 : 점토판에서 사이버북까지」. 대구 : 태일사, 1999.

 윤희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도서
관」. 제54권 제2호(1999 여름), pp. 3-39.

 竹波大學附屬圖書館. “電子ジャ-ナルの利用に關するアンケト調査の結果につ
いて.” (http://www.tulips.tsukuba.ac.jp/online-j/enquete.htm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 Newsl
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http://arl.cni.org/scomm/e
dir/pr97.html)

 Christiansen, C. and C. Leathem, ed. Pioneering New Serials Frontiers :

From Petroglyphs to Cyberserials. Albuquerque, NM : Univ. of N
ew Mexico, 1997.

 Council of Europe, Culture Committee. Guidelines on Library Legislation
and Policy in Europe. Strasbourg : The Committee, 1999.

 Gray, Sharon. “The Myth and Reality of Electronic Journals.” Serials Rev
iew, Vol.26, No.4(2000), pp. 58-64.

 Gorman, Michael. “New Libraries, Old Values.” Australian Library Journa
l, Vol.48, No.2(Feb. 1999), pp. 43-51.

 Harai, Naoko. “Electronic Publications and National Bibliography in Japa
n.” (http://www.ndl.go.jp/e/publications/newsletter/112/123.html)

 Haynes, David. Electronic Publications : An Agenda for Publishers and N
ational Libraries : A Report to the CENLIFEP Joint Committee o
n Electronic Publications(Nov. 1998)
 Kingma, Bruce R. “The Economics of Digital Access : The Early Canadi
ana Online Project.”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

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agan) (http://w
ww.si.umich.edu/PEAK-2000/program.html)

 Koehler, Wallace C. JR.. “Classifying Web Sites and Web Pages : the Us
e of Metrics and URL Characteristics as Markers.” Journal of Li

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 No.1(March 1999), p.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47

24 ; http://www.shef.ac.uk/∼is/publications/infres/paper60.html.

 Kovacs, D.K.. and Aangela Elkordy. “Collection Development in Cyberspa
ce : Building and Electronic Library Collection.” Library Hi Tech,
Vol.18, No.4(2000), pp. 335-359.

 Kyrillidou, Martha. ARL Supplementary Statistics : 1998-99. Washington,
D.C. : ARL, 2000.

 Lang, Brian.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http://www.
unesco.org/webworld/memory/legaldep.htm)

 Larivi re, Jules.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 UNESC
O, 2000.
 Lawrence, S. and C.L. Giles. “Accessibility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
n on the Web.” Nature, No.400(1999), pp. 107-109.

 Lenares, Deborab. “Faculty Use of Electronic Journals at Research Institu
tions.” ACRL Ninth National Conference Papers(http://www.ala.or
g/acrl/)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 Electronic Resource
s.”(http://cweb.loc.gov/acq/devpol/electron.html)

 Mogge, Dru. “Seven Years of Tracking Electronic Publishing : The ARL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
ssion Lists.” (http://dsej.arl.org/dsej/2000/mogge.html)

 Montgomery, Carol Hanson and JaAnne Sparks. “Framework for Assessi

ng the Impact of an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 on Library Cos
ts and Staffing Patterns,”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igan)

 O'Connor, Steve. “Value in Existing and New Paradigms of Electronic S

cholarly Communication.” Library Hi Tech, Vol.18, No.1(2000), p.
40.

 Odlyzko, Andrew. “The Rapid Evolution of Scholarly Communication.” Th

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s(March 2324, 2000, Ann Arbor, Michigan) (http://www.si.umich.edu/PEAK2000/program.html)

 Ross, S. and Ann Gow. Digital Archaeology : Rescuing Neglected and
Damaged

Data

Resources.

London

:

Library

Information

48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Technology Centre, 1999.

 Rothenberg, Jeff. “Ensuring the Longevity of Digital Documents,”
Scientific American, Vol.272, No.1(Jan. 1995), pp. 46-47.
 Shao, Hsi-ping. “Embracing the Technological Future : Issues and
Challenges Facing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Missions of Academic Libraries
Century(Beijing, China, Oct. 25-28, 1998)

in

the

21st

 The 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 and The Research Libraries
Group, Inc.. “Preservation Digital Information : Report of the Tas
k Force on Archiving of Digital Information.” (http://www.org/Ar
chTF/tfadi.index.htm)

 Waters, Donald J. “Transforming Libraries Through Digital Preservation.”
Collection Management, Vol.22, No.3/4(1998), p. 104.

 Word That Mattrer, Inc.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EPPP) :
Summary of the Final Report.” (http://collection.nlc-bnc.ca/
e-coll-e/ereport.htm)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49

도서관이용자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이론 및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 용*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원격교육의 개념 및 발전

4.3 저작도구

5.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도서관

3.1 원격교육의 정의

이용자 교육

5.1 도서관이용자교육의 유형

3.2 원격교육의 일반적 특성

5.2 도서관이용자교육 현황

3.3 원격교육의 이론적 배경

5.3 원격교육을 통한 도서관이용자

3.4 원격교육의 종류별 비교
3.5 원격교육체계 구성요소

교육의 효과

5.4 원격교육을 통한 도서관이용자

4.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의 문제점

요소기술

4.1 동영상 스트리밍기술
4.2 원격교육 시스템

5.5 개선방법

6. 결론

<초 록>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발전은 우리를 둘

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은 도서관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관의 여러 분야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서관의 소장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 검색시스템의 운영,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원문제공,
심지어는 도서관이용 및 정보검색을 위한 검색방법 이용자교육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이용자교육은 전통적으로 사서와 이용자간의 면대면교육이 일반적
* 한국통신 멀티미디어연구소 전자거래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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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 이론과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
보기술의 발전은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집합교육에서 수행되던 교육들이 원
격교육의 형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본 연구에서

는 원격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원격교육의 현
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원격교육방법을 도서관이용자 교육에 적용하
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새롭고 획기적

인 교육 방법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원격교육방법을 도서관이용자교육에 적
용함으로써 이용자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
어나서 보다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함
께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도서관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ith change of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ffects many areas in our life. The changes are also
happened in library's various areas. Especially those changes have done in

library services including cataloging servic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remote access service to academic database, and user education service about

searching skill and so on. Generally user education services are performed
with face-to-face method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Introduction of theory

on distanc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cluding
network and multimedia may be partly led to accepts the type of distance

learning method in many education program which was conducted in
classroom.

With the trend, this article analyzes that theoretical background and

existing distance learning, and focuses on how to apply distance learning
method considering as new and epoch-making method to user education
service. It can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to educate how to use library
resources as overcoming the limits of time and location in user education
program conducted in classroom.

색인어: 원격교육, 이용자교육, 구성주의, distance learning, library instruction,

us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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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발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도
서관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관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 서비스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제공하는 측면
이 아닌 전통적인 도서관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참고봉사의 업무에 있어
서 이전에는 사서와 이용자간의 면대면 방법이 유일하였다고 한다면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원격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참고

봉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참고봉사는 단순한 도서관의 소장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검색시스템의 운영,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통
한 원문제공, 심지어는 도서관이용 및 정보검색을 위한 검색방법을 위한 이용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화상참고봉사, 인터넷 기반의
참고봉사의 상호협력과 분담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한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적, 시대적인 흐름은 국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
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과 자료실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이용자
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 또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도서관
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
보를 얻고자 하는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에

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기반한 다양한 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도서관 및 웹정보원의 이용을 위한 도서관자료
이용 또는 정보검색방법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교양과목 또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

의 자료실이나 정보센터에서도 소장자료와 외부정보원의 활용을 위한 이용자 교

육이 제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의 대부분은 이용자와 사서들간
의 면대면 형식의 집합교육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 방법들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교육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원격교육의 형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웹기반의 도서관이용자 교육
은 교육자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을 위한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학교내의 교육을 보충하거나 기업체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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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는 원격교육 방법의 장점과 함께, 교육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격교
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의 경우 웹
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형식을 통하여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많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원격교육은 특수한 사례연구에서 찾아 볼 정도로 요원하던 교육형태가 아니라

학교, 기업, 정보기관 어디서나 쉽게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과 기술적인 측
면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현재 제공되고 있
는 원격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원격교육방법을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이용자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전제조건 들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특히 많은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교육학적인 관점하에서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도서관에
서 이용자들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시스템측면에 대해
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시대적인 흐름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방법의

문제점들을 보완, 해결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체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그 하드웨어를 활용
하고, 어떠한 소프트웨어적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교육을 소프트웨어적

교육 모델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과 함께 하드웨어
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원격교육방법을 도서관이용자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교육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기존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보다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에 도서관
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이용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도서관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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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교육의 개념 및 발전
3.1 원격교육의 정의
원격교육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행하여지는 집체교육이 시간적, 공

간적인 제한점을 벗어나 교육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가 다양한 audio 또는

video와 같은 정보기술의 도구를 빌어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상당
히 보편화 되어져 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 원격교육의 형식은 새로운 교육형
식의 커다란 변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 강의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이를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위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대학의 경우 일부과목에 한하여 이러한 형태의 원격강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교육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유아 및 초.중
등학교에서의 원격교육의 도입은 장차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

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교실에서 수행되던 교사와 학생간의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통한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정보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원

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국제통신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
의 명칭이 국제원격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로 바

뀌면서 였다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외국에서도 “distance education”,

“distance learning”, “tele-education”, “open-educa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떨어져 있는 학습

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사용한 계획된 교수-학습 경험
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학습을 인증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3.2 원격교육의 일반적 특성
원격교육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육 형태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요소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원격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비접촉성 커뮤니케이션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교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과 시간에 만나지 않고 교육자료를 통
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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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격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학습자가 독립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

는 교육자료, 즉 “원격교육 교재”이다. 원격교육 교재에는 인쇄자료, 음향, 영상
자료, 컴퓨터 코스웨어 등이 포함된다.

셋째, 원격교육은 궁극적으로 조직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을 진

행하고자 한다. 원격교육은 학습자가 비록 자학 자습용 교재를 가지고 교사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학습을 하지만, 각종 피이드백이나, 면대면 출석강좌, 전화/
팩스 상담, 컴퓨터 통신을 통한 토론, 음성 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한 상
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넷째, 원격교육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개별학습”에 초점을 맞추

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원격교육은 형식적인 학교교육과는 다른 “지원조직”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각종 교재 개발과 학생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조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의 특징은 원격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원격교육의 모습은 특정 시대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오
고 있다.

3.3 원격교육의 이론적 배경
특정 시대의 전반적인 시대상이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일컬어 패러다임이라

고 하는데, 산업시대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과 효과/효율성의 궁극적 목표를 위
해 획일화, 동일성 등이 강조된 데 반해, 정보화 시대는 질적 성장과 고객의 요

구 만족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성, 창의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은 각 시대의 교육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비슷한 목표와 형

태를 지니게 된다. 즉, 산업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획일성, 동일성이라는 시대
적 전제 하에 중앙 통제적 학과과정과 완전학습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또한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며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정보
화 시대의 교육적 패러다임은 개개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

하고, 이전 교사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학습자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적인 특징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격
교육방식은 구성주의라는 새로운 교육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

다. 아래의〔그림 3-1〕은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적인 이론을 대표하는 객관주의
와 정보화 사회에서의 원격교육에 대한 교육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
는 구성주의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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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교육분야에서

는 두 가지의 흐름이 맞물려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두

가지 흐름이란,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80년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 교

육 방향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학
습자 중심의 학습이론의 등장이다. 또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이들 두 흐름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

을 하면서, 이전 교육 환경과 대비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 또한 실천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함께, 아래의〔그림
3-2〕는 학습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학습방법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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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수업관에서는 지식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되었고 교육(instruction)이란 어떤 매개체를 통해 지식
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으로 부상
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지식을 학습자 개개인이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하

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의미(meanings)로 보며, 종래에 중요시되던

“교육”의 개념 대신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 또는 “학습환경”을 강조한다.

교수의 역할은 이전의 정보 제공자의 역할에서 변화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도

와주고 조언을 주는 촉매자 역할로의 변화를 강조한다. 학습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이며 책임감 있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방법과

달리 교육매체에 있어서도 하이퍼미디어(hypermedia)시스템의 활용이 많아지며,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instruction:PBI), 혹은 사례연구, 프로젝트 중심학

습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 과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성주의적 접근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인쇄물, TV, 라디오 등으로 대표되던 시대의 원격교육의

경우는 주로 일방적 의사 소통(one-way communication) 방식이었다. 이후 컴퓨

터 네트워크, 그리고 비디오 원격교육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 소
통(two-way communication)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체를 사

용해서도 기존 면대면식 수업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수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전달 방식의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발달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화 시대에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학습자 위주의 교육적 흐름과
도 사뭇 연관성이 있다. 즉, 쌍방향 의사 소통이란 의미 자체에 벌써 학습자의
존재가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객관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던 80년대 말까지는 컴퓨터가 교육 매체로서

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 몇

몇 비판가들은 컴퓨터가 교수-학습 과정에 주로 단편적이며 주변적인 도구로서

사용됨으로써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성주의가 객관주의

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대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흐
름이 객관주의에서 벗어나 구성주의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첨단 매
체들이 또한 구성주의를 실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매체의 활용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체들이 교수-학습에 단편적, 주변적이 아닌,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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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그림 3-3〕에서와 같
이 다양한 교육공학이론의 바탕 위에 컴퓨터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이
라는 기술적 측면과의 균형을 이루면서 원격 교육의 당위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3-3〕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3.4 원격교육의 종류별 비교
이러한 교육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
자중심의 학습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교육형태인 원격교
육의 필요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에는 전통적인 라디오나

TV매체를 사용하는 방식과 최신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위성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1>은 이러한 원격
교육매체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요구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각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다.
<표 3-1> 원격교육의 종류별 비교
구 분

라디오/TV
방송
아날로그
방송시스템

교육
플랫폼의
주요기술

전화선

컴퓨터
매개통신

전용선기반의
비디오
컨퍼런스
전용선기반
영상회의
시스템

인트라넷
(LAN)
PC기반의
영상회의시스
템, 비동기
주문형
교육시스템,
비동기/동기
통합
교육플랫폼

인터넷
(WAN)
비동기
웹기반
교육시스템,
웹 캐스팅

위성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

비동기/동기
형태의 방송
및
네트워크기반
통합
교육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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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시 점

범 위

단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단방향 및
쌍방향

단방향 및
쌍방향

동기
(실시간)

비동기
(실시간)

비동기

동기 및
비동기

비동기

동기 및
비동기

강의실,
가정

개인

스튜디오

개인,
개인,
강의실, 기관 국제간
및 조직내

개인,
강의실,
국제간

단방향
강의

쌍방향
상호참여
학습

단방향
강의,
쌍방향
상호참여
학습

단방향
강의, 자기
주도적학습,
쌍방향
상호참여학
습,
주문형학습,
그룹학습,
분산교육

단방향
강의,
자기주도적
학습, 쌍방향
비동기상호

단방향
강의, 자기
주도적학습,
쌍방향
상호참여학
습,
주문형학습,
그룹학습,
국제간동기
교육,
분산교육

영상편집장
비, 방송용
스튜디오,
전용선,
하드웨어
코덱,
고해상도
카메라,
전자칠판

컨텐트 관리
서버(또는
필요시 VOD
서버포함)및
학사관리
서버,
교육플랫폼,
멀티미디어
PC,
전자칠판,
고속 LAN,
네트워크
연결 장비

컨텐트관리
서버,
웹서버,
인터넷
연결장비,
비동기
교육플랫폼

컨텐트 관리
서버(또는
필요시 VOD
서버포함) 및
학사관리
서버,
위성통신 및
네트워크(유..
무선)
연결장비,
통합교육플
랫폼

스튜디오,
모니터, PC

멀티미디어
PC, LAN
카드,
카메라,
코덱(소프트
웨어 또는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PC, LAN
카드,인터넷
브라우져

멀티미디어
PC,
LAN 카드,
카메라, 코덱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인터넷
브라우져

스튜디오
중심의
원격영상
교육 시스템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캠퍼스
주문형
교육시스템

웹 기반
교육(Web
Based
Instruction)
시스템

통합
원격교육
시스템

교육방법

라디오, TV
방송국

컨텐트
관리 서버

교육
서비스
공급자
시설

방송
수상기

PC, 모뎀

수요자
시설

방송수신
교육시스템
사례

온라인
재택교육
시스템

참여학습,
그룹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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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격교육체계 구성요소
전통적인 교육에 있어서 구성요소로서는 학습자와 교수로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교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원격교육시스템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 컴퓨터네
트워크 및 학습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하부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은 원격교육에 있어서 구성요소를 각 분야별로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4〕학습방법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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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4.1 동영상 스트리밍기술
다수의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방식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영상을 컴퓨터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영상재생

기술을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한다. IP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영상전송을 위하여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다.〔그림4-1〕은 스트리밍시스템의 개념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1〕스트리밍 시스템의 개념적 모델

그림다운로드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압축영상을 모두 전송 받아 저장한 후

재생시키는 반면, 스트리밍 방식은 압축영상을 전송 받음과 동시에 재생을 완료
하고 재생 완료와 더불어 전송 받은 영상은 사라진다. 스트리밍 방식은 전송과
재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대화형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이미 재
생된 영상은 곧바로 삭제함으로써 최소한의 버퍼영역 만큼의 저장공간 만을 사

용한다. 스트리밍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

분의 VOD와 같은 검색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영상회의와 같은 대화형 멀티미
디어 서비스에 응용될 수 있다. VOD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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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비디오 스트림이 전달되고, 사용자는 제공되는 스트림에
대해 VTR에서 비디오를 제어하듯이 재생, 정지, 일시 멈춤, 임의 위치로의 이동
등과 같은 제어를 요청하면 적절한 능력을 갖춘 스트리밍 서버가 이러한 제어들

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된다. 영상회의의 경우에는, 다수의 송신자/수신자 환경에

서 카메라, 마이크 등의 장비를 통해 스트림을 생성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
웨어 부호기를 통해 압축하여 전송함으로써 다중 수신자에게 스트림을 제공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신자가 다시 수신자가 되어 송신자로부터 스트림을 받아

복호 재생해야 한다. 스트림은 저장스트림(stored stream)과, 활성스트림(live

stream)으로 구분된다. 저장스트림은 활성스트림을 미리 압축하여 파일 서버 또
는 로컬 저장 매체에 저장해 놓은 스트림이다.

4.2 원격교육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통신망 등을 필요로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망상에서

의 서비스의 제공,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원격교육 솔루션은 가상공간에서 보다 효

율적인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기반 기술을 제공해 준다. 이
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원격교육 서비스 사용자와 컨텐트를 등록 및 관리하

면서 강좌운영, 평가, 시스템 관리 등을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고 제공할 수가 있
다. 현재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약 10여 개의 국내 솔루션 업체들과 외국 업체
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솔루션들은 아래 <표4-1>과 같다.
<표 4-1> 국내 원격교육 솔루션의 종류
업체

영산

제품

-GVA System
-GVA Author
-GVA 가상회의
-GVA Exam
System
-Neo Stream
(VOD 서버)

실시간
쌍방향
원격강의
기능

제공(1명
동시
발언)

주문형
서버/클라
(streamin 이언트환
g)
경
학습기능
제공
(페이지
별 선택
재생기능)

서버를
자바로
구현함.
클라이
언트로
별도의
응용프
로그램
을 사용

실시간
판서
기능
교안
위 판서
기능
제공

시스템
접속
기능

운용
환경

LAN,
Unix,
ISDN, NT
모뎀,
인터넷

가격
(단위 :
천원)
500명
동시
접속
GVA :
172,000
Neo
Stream :
112,000

62

도서관이용자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이론 및 시스템에 관한 연구

ANS

-나누미
제공(다
(시스템) 자 동시
-YesBell 발언)
(화상회의
)
-Live
Editor /
Live
Note
(저작도구
)

제공(4
-CyberLe 명 동시
c
LOD 발언)
Server
(시스템)
서울전자
-CyberLe
유통
c LOD
Maker
(저작도구
)

아이빌
소프트

다우

로터스

-eStudy
Anytime(
비실시간)
-eStudy
Anytime
Pro
(실시간)
-eTutor(
저작도구)
-DAIS
(시스템)
-Cosmo
Editor
(저작도구
)

eStudy
Anytime
Pro:
제공(1명
동시
발언)

제공(1명
동시
발언)

제공

클라이언
트로 웹
브라우저
사용

교안 위
판서
기능
제공

제공
(페이지
별 선택
재생기능)

클라이언
트로 웹
브라우저
(실시간
강의용
플러그인)
와
별도의
응용프로
그램을
동시제공

교안 위
판서
기능
제공
(실제
전자칠판
기능
도 지원)

제공

제공
(Real
Network
사의
Real
Server
사용)
-Learnin LS
제공(도미
g
Live에서 노
Space
제공(800 서버를
-Sameti 명 문자
사용함)
me
채팅,
-Authwa 250명
re
응용
-Flash
공유가
-Director 가능)

eStudy
Anytime
Pro:클라
이언트로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사용

LAN,
ISDN,
모뎀,
인터넷

Unix,
NT

200,000

LAN,
ISDN,
모뎀,
인터넷

NT

50,000

NT

eStudy
Anytime:
50,000

교안
위판서
기능
제공

LAN,
ISDN,
모뎀인터
넷

클라이언
트로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사용

교안
위 판서
기능
제공

LAN,
ISDN,
모뎀
인터넷

Unix

200명
동시
접속Real
Server:
37,000

보통은
웹 환경,
라이브
기능
추가시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
이 필요

교안
위 판서
기능
제공

LAN,
ISDN,
모뎀
인터넷

NT

LS: 20 /
userSame
time: 3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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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 따라서 크게 어플리케이션기반방

식 (CBT)과 웹기반방식(WBT)으로 나눌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기반방식은 사용
자가 클라이언트로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웹기반방식은 기존의 웹브

라우저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한다. 웹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점차 웹

기반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지만, 컨텐트 내용에 따른 교육효과 증대를 위

해 플러그인 방법이나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어느 경

우이든지 원격교육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원격강의/학습 시스템과 통합 관리/운
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교안 저작도구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솔루션을 이
룬다. 원격교육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강좌 관리기능

 학습/강의 운영기능

 실시간(real-time) 강의기능

 주문형(On-demand, 스트리밍) 학습기능

 평가/과제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기능

위에서 언급되어진 원격교육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그림4-

2〕와 같은 원격교육 솔루션 시스템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솔루션 시스템의
구축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다양한 학습기능의 제공

 멀티플래폼/다양한 DBMS의 지원
 시스템 접속 가능망의 다양화

 시스템의 신뢰성(동시접속 가용 사용자수 등)
 사용자/시스템 관리지원

이밖에도 멀티자원의 수용, 사용자 트래킹(tracking) 기능, 기존 교안의 활용기

능,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고려도 추가로 필요하다.

원격교육 솔루션 시스템은 사이버대학과 같은 가상원격교육기관, 기업체 등에

서의 가상원격회의나 연수원 등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

며, 교육방송등에서의 쌍방향 교육서비스, 일반인 대상 원격강좌, 전문분야 강좌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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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원격교육 솔루션 시스템모델

4.3 저작도구
저작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제어, 상호연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이다. 저작도구는 컨텐츠 제공자의 확대, 제작기간 단축을 통해 교육컨
텐츠의 제작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과 관리 효율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컨

텐츠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도구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컨텐트 설계 기능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편집/통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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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데이터베이스 등 주변 자원 연계 기능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지원 기능

 전자칠판, 교재,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한 실시간 강의 녹화 기능 등
이러한 저작도구 등도 원격교육솔루션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의 교안제작 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도구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교안제작도구의 종류
업

체

영

산

ANS
서울전자유통
아이빌소프트
다

우

로터스

교 안 으 로

사 용 되 는

문 서

아래한글, 훈민정음, HTML, PowerPoint, Word, 동영상
(문서를 HTML로 변환하여 사용)

교안위
판서기능
제 공

아래한글, HTML, Word, PowerPoint, 동영상

제 공

아래한글, 훈민정음, 일사천리, HTML, Word, PowerPoint
(문서를 HTML로 변환하여 사용)

제 공

모든 종류의 응용프로그램 지원 가능(화면을 캡쳐하여
저작도구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 동영상 삽입은 안됨

제 공

HTML 기반의 모든 미디어 수용

제 공

없음

제 공

5.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
5.1 도서관이용자교육의 유형
정보자료의 저장과 관리라는 측면보다는 정보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기능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원의 증가로 이러한 이용자교

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용자교육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제공되어져 왔다. 도서관 이용교육의 시작이 1875년 코넬대
학교(Cornell University)의 신입생을 위한 팜플렛에서 비롯된 후 모든 도서관에
서는 다양한 형식을 빌어서 도서관이용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 수행되

어진 일반적인 도서관이용자교육의 유형은 첫째,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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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다. 이러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형식으로서 신입생을 주된 대상으로 학기초에 도서관과 친숙
해지도록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의의를 알게 하고 건물구조와 지리적 안내, 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도서관에 흥미를 갖고 이용 의욕을 고취시키
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첫 단계로 오리엔테이션 강좌와

도서관 견학이 있다. 둘째로는 학과목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교과과정의 한 학과
목에서 사서를 중재자로 하여 교수와의 협력 하에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

을 지도하는 교육 방법이다. 어떤 학과목의 한 학기 수업시간 중 일부를 할당해
서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수의 적극적
인 협력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며 도서관, 주제, 학급상황에 따라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이용교육에 비해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서가 부분적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가
로서의 인식을 높일 수도 있다. 셋째로는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으로서 프로그램
교육이란 교육담당자 없이 일정한 매체에 의해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을 학생 스
스로가 그 지시에 따라감으로써 도서관과 자료 이용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즉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서관 이용 요령을 터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엄격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논리적으로 계획ㆍ제작된 프로그램(교
재)을 전제로 한다. 네번째로는 가장 일반화되어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도서관의 인적 시간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 행하여 질 수 있는 것

으로서 개별 이용교육이 있다. 도서관 이용교육의 비정규적 방법으로 이용자가
사서에게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도서관 이용방법을 지도 받는 것으로 도서관
참고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발적 동기를 전제로 한다. 모든 도서

관 이용교육 프로그램중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서의 인력 및 시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섯째로는 정규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이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
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이용능력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요구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습득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도서관 이용실천의 동기가 부여되도록 대학 교육과정의 정규과목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도서관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모든 자료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용태도를 익히게 함으
로써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여섯째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원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 교육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용자와 도서관자체의 시공간적인
제약요소를 없애고 이용자가 필요 시 언제라도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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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도서관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교안 및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선

행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은
도서관이용자교육 뿐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장차 도서
관의 이용자교육도 원격교육의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5.2 도서관이용자 교육현황
5.2.1 국내현황
현재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은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 도서관이용자교육은 주로 대학도서관이나 공

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와의 일대일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 지거나 대학의 오리엔

테이션 또는 정규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
전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교육을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대학도서관을 위주로 이루

어 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의 대학도
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교육도 실질적으로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한 본격적인 원격교육의 형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닌 홈페
이지를 통한 멀티미디어적인 방법이 아닌 단순히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

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자교육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은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의 위치, 정책, 운영, 소장상황,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서관 밖의 정보원 등을 설명하는 항목과 같은 주로 도서관
에 대한 이용안내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도서관내에 설치 되어져 있는 시디

넷(CD-NET)과 외부 정보원으로서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안내가 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형식의 도서관 이용교육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공과목과 연관

된 도서관 이용교육을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한 것이 시초로서 연세대학교에

서는 1991년부터 사서가 온라인목록 이용법과 전공 분야와 관련된 도서관 이용
법의 두 가지 내용을 강의하는 형식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중앙대학교는 1990년부터 역사학과의 요청에 의해 사서가 전공과 관련된 도서관

이용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규 과목으로서는 1975년 서강대학교에서 도
서관이용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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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는 과목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도서관자료이용법과 관련된 과목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다.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이용자교육에 있어서는
카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전남대학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많은 대
학들이 있으며 이중에서 특별하게 이용자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서울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는 도서관 1층과 4층에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여 도서관이용안내를 하고 있
으며 나머지는 집합 교육의 형식을 빌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숙
명여대와 연세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 정보센터 이용안내가 메뉴로 나
와 있으며 특히 연세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 참고서비스가 웹을
통하여 부분적인 이용자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학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자체검색시스템의 이용방법, 도서관이용안내, 전자우편과 같은 내용
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원을 위

한 이용자 교육은 여전히 집합교육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집합교육형식을 띈 강

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용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미디어매
체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도서관이용자교육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나열식, 강의방식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각적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이 집합교육의 형식으로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
는 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진 대학도서관 외에 많은 대학도서관이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원격교육형식의 형식을 가지고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양과목 또는 신입생교육시간에
실시되고 있으며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의 경우 신입 직원들을 위한 교
육의 일부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필요 시 수시로 이용자

교육이 집합형식으로서 실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이 한시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나 도서관시스템이 설치되
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이용자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고 이용자에
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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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외현황
한편 국내의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집합형식이 아닌 원격교육방식을 통한 사

례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산
하기관인 LIRT의 연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20개의 온라인 교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퀸즈 대학교(Queen's University)와 데이톤대학교(University
of Dayton) 등의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용을 위한 이용자교육을 온라

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워털루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의 경우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도구이용방법, 도서관을 이

용한 논문작성법, 자료에 대한 평가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원격정보봉사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은 학생

들이 7가지 단계로 그들의 연구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
여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격으로 자습할 수 있도록 이용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교안을 제공하고 있다. 센츄럴플로리다대학(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에서는 학생들이 화면의 메뉴를 통하여 온라인목록시스템을 익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서지정보를 가지고 실제 탐색연습을 하며 각 학과별로 개설되는 과목의 강
의계획서, 온라인발행물, 웹저널을 알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사용법을 원격으로 익힐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의 경우 도서관에서는 주제전문사서들이 추천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원에 대한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표제 알파벳과 주제알

파벳 순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텍사스농공대학(Texas A&M

University)의 경우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화하여 가상으
로 도서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서비스분야별로 도서관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와이오밍대학

(University of Wyoming)과 미시간주립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의 도서관

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텔레컨퍼런스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 목록, 데

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과 코넬대학

(Cornell University)에서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참고봉사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외의 대학도서관에
서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자습, 주제별 정보이용, 즉답형 참고서비스 교
육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이용자교육방법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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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격교육을 통한 도서관이용자교육의 효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방법은 기존의 집합 교육
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매체와 교안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도서관이
용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이용자와 사서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자체에 대한 효과

뿐만이 아닌 부가적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표 6-1>은 원격교육방식을 활용하여 사서와 이용자
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 원격교육을 통한 이용자교육의 효과

사 서

최신 정보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손쉽게
전달 가능
신속하고 시기 적절한 이용자교육이 가능
이용자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 및 정보 자료의 제작 및 저장이 용이함
교육내용의 수정 및 최신성이 용이함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를 이용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이용자

학습의 개별화를 꾀할 수 있음
고객의 편의시간에 교육이 가능함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함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료를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음.
재택수업이 가능
신속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

5.4 원격교육을 통한 도서관이용자교육의 문제점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원격교육프

로그램이 한성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원격교육방식을 이용한 도서관이용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학이나 일
반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나
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서 원격교육형식을 수용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원격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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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수-학습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상호작용성의 미비이다. 최신 첨단 매
체를 활용한 수업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각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

여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기존의 원격교육 학습방법에서 탈피하여, 활발한 상호

작용 적인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실시간 대
화와 동료간 그룹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교수자는 즉각적인 피
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도서관교육은
사서와 이용자간의 면대면의 이용자교육방식으로서 사서와 이용자간의 상호작용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형식은 직접적인 면대면 교육이 아니며 사서와 이용자간의 대
화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점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웹을 통한 동시적 비동시적인 회의, 소그룹 과제학습,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3세대 매체로 도입된 첨단 매체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들 3세대 매체들의 특징은 2세대 매체와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단방향 매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세대 매체인 PC통신강의, 케
이블 TV강의, 원격영상강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원격교육에서의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강의
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으므로 TV강의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형편이다. 원격영상강의 시스템의 경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의 통신기술로는 전송되는 비디오 화면의 질이 수업에서 활용되는 수업보조 자
료나 미세한 발표자료의 글자 전송에 한계가 있는 등 기술적인 제한요소가 많
다. 한편, PC통신의 경우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활용 형태를 보면 단순히 학습자료만을 내려 받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

들간의 자료 교류와 게시판 열람 등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PC통신을
통한 교수-학습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뉴인 질의-응답은 대부분 학생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쌍방향 학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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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격 교수-학습 전략의 미비이다. 학습이란 미디어 자체의 본질적인 우

월한 속성보다는 잘 조화를 이룬 교수-학습 설계 전략들에 의해 더 좌우된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은 특정한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아니라 그 특성들을
살리는 설계 및 활용 전략에 달려있다. 매체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그

분석 결과와 수업 원리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설계와 활용 전략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의를 설계하는 교수설계 전문가, 내용 전문가들
은 상호작용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자들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교수전략을

강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서관시스템의 활용이나 인터넷상의
정보탐색방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초보자는 문제인식이나 해결과정이 분명히 다르기 때
문에 이를 반영한 교육전략이 필요하겠으며 이용자교육을 위하여 요구되는 교안
이나 시스템의 메뉴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초보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 보조 자료 활용에 있어서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정이어서 원격교육

의 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웹기반의 교육은 다양한 멀티

미디어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기여해야 한다. 단순한 텍스
트기반의 교안자료인 경우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도서관이용 자체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이
다.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는 시각정보로 구성되지만 이미지정보, 청각정보, 동화
상정보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장점이자 특성을 가장 훌
륭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학습자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되

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특성의 교육매체가 어떠한 성격의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가에 대한 연구와 그에 기초한 매체 선정의 기준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설명식으로 교육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라디오를, 예시와 도표 등을
활용하는 교육이라면 TV를 활용한다는 식의 구체화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될 뿐

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매체란 단순히 그것이 첨단의 것임을 의
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가 가장 효과적임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
여 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매체 선정기준을 체계화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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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들

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이용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을 보여줄 수 있는 도해가 첨부된 교안과 함께 사서의 직접적인 음성을 담고 있

는 교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검색방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담을 수 있는 교안과 함께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포함한 매체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스템 이용절차의 단순화, 사용자의 모뎀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익숙도 정도, 대역폭의 증가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개선, 학습자들의
그룹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강사의 학생수용 및 교수 능력 고취 등이 일반
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5.5 개선방법
위에서 언급되어진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원격교육적인 관점을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여 알아본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원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원격교육은 학습자들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학습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

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격교육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이어

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찾는데 있어서 조언자 또는 인도자로서 사서는 이용자에 대하여 봉사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 대한 정보탐색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검
색기법에 대한 오류에 대한 지적과 이를 시정하는 과정 등은 이용자와 사서간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작용한다. 이를 일방적인 단방향의 교육방법을 통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서와 이용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져야 한다.

셋째, 원격교육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능의 활용방법을 학습자들이 관찰하고

모방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상

황의 복잡함을 그대로 반영한 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이나 분류체계는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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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많은 혼란과 복잡함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를 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넷째, 따라서 원격교육은 매체를 이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

교육내용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내부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설치되어져 있으며 이용자
들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도서관내부 또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탐색한
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교육에는 반드시 이들
시스템들을 시뮬레이션화하는 강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과정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결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식사회의 형성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교
육분야는 그 수요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모색 하
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
합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서관에

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
관들 중에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원격교육의 형식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한성
대학교는 직접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원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을 통한 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기본적인 전제조
건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원격교육 시스
템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를 실제 교육분야에 적용하는 원격교육 기관들도 날
로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으

로서 원격교육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
용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컨텐트의 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용이 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도서관에서 사용되
다양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쉽고 편의성 있는 교안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용이 편리한 원격교육시스템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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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 강의를 제공하는
사서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학적인 깊이가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과학기술
적인 부분과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병행하여 발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원격교
육체계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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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operate the reading programs for

users. The programs for children's reading instruction consist of the reading
guidance program during summer and winter vacations, the library use
instruction(a day's program) and reading club for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ildren's reading club operations one of the

extension works for children in the public library. I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about children's reading club operation of the public librar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reading instruction for children in the public library.
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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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도
서관 이용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평생 이용자로 만드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독서교육 관
련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도서관 이용을 자연
스럽게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 독서교

육 프로그램에는 독서교실, 현장학습(1일 독서교실), 독서회 활동 등이 있다.

독서교실 활동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어린이로 주로 구성되며, 개

별적으로 신청한 어린이들 중에서 일부 선발하기도 한다. 운영은 학년과 인원을
한정 구분하여 도서관 이용방법, 독서법, 독서위생, 독후감 쓰기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사서나 전문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기간은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1주일간 실시된다.

그리고, 현장학습(1일 독서교실) 운영은 공공도서관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주로 학기 중에 이루어진다. 학급단위의 어린이들이 담임교사의 인

솔하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열람실 담당사서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지도 받고 독서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이용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습득하는 프로
그램이다.
그밖에 어린이독서회 활동은 도서관이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토론, 독서감상문 발표, 독후감상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서교실은 방학중에 이루어지고 현장

학습(1일독서교실)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기간의 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어린이독서회는 연중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어
린이독서회의 운영 현황을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여 어

린이독서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효율

적인 독서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오랜 설
립역사를 지닌 시립도서관과 정보화 추세에 맞게 신설된 구립도서관의 어린이독
서회 활동을 비교함으로써 각 설립주체별 운영 현황의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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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조사대상 총 22개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중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 22개
관 중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분관인 마포평생학습관분관, 어린이열

람실이 없는 2개관(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을 제외한 18개관2)(이하 시립도서관
으로 통칭한다)과 구립도서관 4개관3)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어린이독서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개관의 조사대상 어린이열람
실을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FAX나 E-Mail을 통

해 질문지를 각 도서관 어린이독서회 담당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조사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배부한 질문지는 100% 회수되었다.

Ⅲ. 어린이독서회 운영현황 분석
3.1 운영에 관한 사항
3.1.1 어린이독서회 운영 현황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도서관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이
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1>에서 조사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운영규모(소장도서수, 연간이용자

수)4)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구립도서관 중에서 광진정보도서관5)을 제외한 구립
도서관 어린이열람실 평균 소장도서수가 5,256권인데 비해 시립도서관의 평균

소장도서수는 26,468권이다. 구립도서관의 소장도서수는 시립도서관의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립도서관의 장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구립도

서관의 어린이열람실 평균 연간이용자수가 50,068명이고 시립도서관의 어린이열
2)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고척도서관, 구로도서
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서대문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용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중계평생학습관
3) 광진정보도서관, 금천구립도서관, 성동문화센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통계」, 2000.
5) 광진정보도서관은 2000년에 개관하였으므로 「한국도서관통게」에 해당 내용이 실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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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실 평균 연간이용자수가 평균 128,441명이다. 구립도서관의 평균 연간이용자수

는 시립도서관의 39%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립도서관은 장서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ㆍ감
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의 업무를
행한다.”6)고 되어 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공공도서

관 어린이 독서회 운영 현황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 22개 도서
관중 20개관(91%)이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설립주체별 어린이독서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시립도서관 18개관

은 모두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립도서관은 조사대상 4개관

중에서 50%인 2개관(성동문화센타, 중랑구립정보도서관)만이 어린이독서회를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립도서관의 어린이독서회 구성이 시립도서관에 비
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도서관별 어린이열람실규모와 어린이독서회 운영 현황
구립도서관
도서관명
광진정보
금천구립
성동문화정보센타
중랑구립정보

소장
도서수
3,706
5,231
6,831

도서관명

연간
어린이
이용자수 독서회수
22,361
62,869
64,975

0
0
1
5

시립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
도서관명
강
강
강
개
고

남
동
서
포
덕

소장
도서수

14,037
21,963
25,682
23,231
28,849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장 제20조

척

구

로

도

봉

동대문
동

작

마

포

서대문

연간
어린이
이용자수 독서회수
61,566
86,663
70,905
108,015
140,509

고

1
1
1
1
3

송

파

양

천

영등포
용

산

정

독

중

계

소장
도서수
30,031
15,265
28,223
26,228

연간
이용자수

어린이
독서회수

79,467

1

148,783

1

123,968
78,962

20,932

146,309

23,764

219,792

34,610
27,823
44,021
38,041
21,883
19,606
32,226

200,963
216,556
333,618
54,149
62,995
65,330

113,391

1
1
2
1
1
2
4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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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직에 관한 사항
도서관별 어린이독서회가 조직된 수를 <표2>에서 살펴보면, 비율면에서 ‘1개’

의 어린이독서회가 조직된 도서관이 15개관(75%)을 차지하고 있고, ‘2개’인 곳이

2개관(10%), ‘3개’인 곳이 1개관(5%), ‘4개’인 곳이 1개관(5%), ‘5개 이상’인 곳이
1개관(5%)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1개’의 독서회를 운영하며, 가장

많이 어린이독서회를 조직 운영하는 도서관은 ‘4개’의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양천도서관으로 나타났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독서회가 ‘1개’ 조직되

어 있는 도서관(성동문화센타)이 있는 반면에 ‘5개’가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도서
관(중랑구립정보도서관)도 있었다.

<표2> 도서관별 어린이독서회 수
1개

독서회수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합

계

3개

4개

14(70%)

2(10%)

1(5%)

1(5%)

15(75%)

2(10%)

1(5%)

1(5%)

1(5%)

구립도서관

2개

*

5개이상
1(5%)

1(5%)

수(백분율)
합 계

18(90%)
2(10%)

20(100%)

3.3 담당에 관한 사항
3.3.1 담당부서

어린이독서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열

람실’이 18개관(9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2개관(10%) 순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답변 중 ‘기타’는 문화활동지원과와, 도서관에서 위촉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열람실’
이 100%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열람실이 어린이독서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어린이독서회 담당부서
담당부서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수(백분율)

어린이열람실

기 타

합 계

16(80%)

2(10%)

18(90%)

18(90%)

2(10%)

20(100%)

2(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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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도교사

어린이독서회의 지도는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열람실사서’가 지

도하는 곳이 8개관(40%), ‘자원봉사자’가 지도하는 곳이 5개관(30%), ‘어린이열람
실사서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지도하는 곳은 3개관(15%), ‘도서관에서 위촉한

분’이 지도하는 곳은 3개관(15%)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열람실 사서가 지도하는

경우(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곳 포함)가 모두 11개관(55%)으로 가장 많았다.
<표4> 어린이독서회 지도 (복수응답 가능)
담당부서

수(백분율)

어린이열람실
사서

자원봉사자

어린이실사서
와 자원봉사
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위촉한 분

합 계

7(35%)

5(25%)

3(15%)

2(10%)

17(85%)

8(40%)

6(30%)

3(15%)

3(15%)

20(100%)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

계

1(5%)

1(5%)

1(5%)

3(15%)

3.3.3. 지도교사 수

독서회를 지도하는 교사 수는 <표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명’인 곳이 13

개관(65%), ‘3명’인 곳이 3개관(15%), ‘2명’인 곳이 2개관(10%), ‘4명’인 곳이 1개
관(5%), ‘5명’인 곳이 1개관(5%) 순이다.

각 도서관의 독서회가 조직된 수와 지도하는 교사 수는 <표5-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8개관(90%)이 같았으나 독서회가 1개 조직되었는데 지도하는 교사 수
가 3명인 곳이 2개관(10%)으로 나타났다.
<표5-1> 어린이독서회 지도교사 수
담당부서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1명

2명

3명

4명

12(60%)

2(10%)

3(15%)

1(5%)

13(65%)

2(10%)

3(15%)

1(5%)

1(5%)

5명
1(5%)

1(5%)

수(백분율)
합 계

18(90%)
2(1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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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어린이독서회와 지도교사 수의 관계
담당부서
설립주체

1 개
2 개

1명
13(65%)

3 개

2명
2(10%)

4 개
5 개
합

계

13(65%)

2(10%)

3명

*

4명

5명

83

수(백분율)
합 계

2(10%)

15(75%)

1(5%)

1(5%)

3(15%)

2(10%)

1(5%)
1(5%)

1(5%)

1(5%)

1(5%)

1(5%)

20(100%)

3.3.4 어린이독서회에 대한 사서의 부담감

독서회 운영에 대한 사서의 부담감을 조사한 결과 ‘부담이 된다’- 9개관(45%),

‘보통이다’- 9개관(45%), ‘아주 부담이 된다’- 2개관(10%)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
이열람실 사서가 직접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업무 부담감을 더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보통이다’와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비슷했으나 구립도서관의 경우 답변자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배한원은 독서지도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어린이독서지도 전담사서의 필요성

에 대해 어린이실 담당자들은 100%의 지지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독서지도 전담
사서가 있어 어린이의 발달단계,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어린이 각자에 맞는

독서자료를 골라주고 각 수준에 합당한 지도를 해 어린이로 하여금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7) 고 하였다.

또한, 한윤옥은 도서관 이용습관이나 독서습관의 생활화를 위해 어린이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어린이열람실사서의 자질과 능력
의 중요성8)을 주장하였다.

7) 배한원, “공공도서관내에서의 어린이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7-88쪽.
8) 한윤옥,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담당사서의 자질에 관한 연구”, 도서관 282(1986.2)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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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어린이독서회에 대한 사서의 부담감

어린이독서회에 대한
사서의 부담감 아주 부담이
된다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계

수(백분율)

별로 부담 전혀 부담
이 되지 않 이 되지 않
는다
는다.

부담이 된다

보통이다

2(10%)

7(35%)

9(45%)

18(90%)

2(10%)

9(45%)

9(45%)

20(100%)

구립도서관
합

*

2(10%)

합 계

2(10%)

3.4 모임에 관한 사항
3.4.1. 개최 빈도

어린이독서회 개최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달에

1회’ 개최하는 경우가 14개관(70%), ‘1달에 2회’가 4개관(20%), ‘1주에 1회’가 2개

관(10%) 순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1달에 1회’ 개최
하고 있었고 구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보다 어린이독서회 개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어린이독서회 개최 빈도
개최간격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수(백분율)

1주 1회

1달 2회

1달 1회

1(5%)

3(15%)

14(70%)

18(90%)

2(10%)

4(20%)

14(70%)

20(100%)

1(5%)

1(5%)

합

계

2(10%)

3.4.2 개최일

어린이독서회 개최일은 <표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요일’- 15개관(75%),

‘수요일’- 5개관(25%)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독서회를 토요일과 수요일에 개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토요일과 수요일에는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수요일 순으로 개최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에서는 토요일

에만 개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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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어린이독서회 개최일
독서회수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수(백분율)

수 요 일

토 요 일

5(25%)

13(65%)

18(90%)

5(25%)

15(75%)

20(100%)

2(10%)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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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0%)

3.4.3. 개최 시간

어린이독서회 개최시간은 <표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시간～2시간’이 13개

관(65%), ‘1시간미만’이 7개관(3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 독서회 개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독서회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어린이독
서회 개최시간은 모두 2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표9> 어린이독서회 개최 시간
장 소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6(30%)
1(5%)
7(35%)

12(60%)
1(5%)
13(65%)

합

수(백분율)
계

18(90%)
2(10%)
20(100%)

3.4.4. 개최 장소

독서회 개최장소는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회의실’- 10개관(42%),

‘문화교실’ -8개관(33%), ‘시청각실’- 6개관(25%) 순이다. 독서회 개최 장소가 수

시로 변경되는 경우와 어린이열람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없었다.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독서회 장소는 도서관회의실, 시청각실, 문화교실이 이용되고 있었
다.
<표10> 독서회 개최장소(복수응답가능)
계획표작성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수(백분율)

도서관회의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합

9(38%)

5(21%)

7(29%)

21(88%)

10(42%)

6(25%)

8(33%)

24(100%)

1(4%)

1(4%)

1(4%)

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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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계획에 관한 사항
3.5.1 계획표 작성 여부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할 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은 중요하다. 계획과정
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획표를 작성하는 곳’은 18개관(90%), ‘작성하

지 않는 곳’이 2개관(10%) 순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 중 2개관에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모두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표11> 어린이독서회 계획표 작성
계획표작성

한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다

안 한다

계

합

수(백분율)
계

16(80%)

2(10%)

18(90%)

18(90%)

2(10%)

20(100%)

2(10%)

구립도서관
합

*

2(10%)

3.5.2 계획표 작성 단위

어린이독서회 계획표 작성 단위는 <표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하는 곳이 8개관(44%), ‘1개월 단위’는 5개관(27%), ‘3개월 단위’는 2개관(11%),
‘6개월 단위’는 2개관(11%), ‘1주 단위’는 1개관(5%) 순이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에는 역사가 오랜 도서관답게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계획을 독서회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어 미리 토론할 주제의 도

서를 읽도록 하고 있었다. 최근에 신설된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나
‘3개월 단위’의 단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어린이독서회 계획표 작성 단위(계는 소숫점 아래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

계획단위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수(백분율)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5%)

4(22%)

1(5%)

2(11%)

8(44%)

16(89%)

1(5%)

5(27%)

2(11%)

2(11%)

8(44%)

18(100%)

1(5%)

1(5%)

합

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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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학습지도안 작성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학습지도를 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학습지도안의 작성은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성인독서회처럼 독자적으로
독서회를 이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교사는 학습지도안을 미리 작성하여

함께 활동하거나 토론할 내용에 관하여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표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도서관’ 11개관

(55%),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도서관’은 8개관(40%), ‘무응답’ 1개관(5%) 순으
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은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구

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동

일하게 나타났다.
<표13> 학습지도안 작성
학습지도안 작성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수(백분율)

한다

안 한다

무 응답

7(35%)

10(50%)

1(5%)

18(90%)

8(40%)

11(55%)

1(5%)

20(100%)

1(5%)

1(5%)

합

계

2(10%)

3.5.4 일지 작성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할 때 어린이독서회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독서회 결과를
보고하는 효과이외에 담당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독서회 운영에 관한 반성을 하
며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표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독서회 일지의 작성’은 19개관(95%)이

하고 있었고 1개관(5%)이 독서회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시립도서관에서
는 18개관 모두 어린이독서회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독서회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하게 1개관씩 나타났
다.
<표14> 어린이독서회 일지 작성
독서회일지 작성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한

다

18(90%)
1(5%)
19(95%)

*

안한다
1(5%)
1(5%)

합

수(백분율)
계

18(90%)
2(1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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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원에 관한 사항
3.6.1 회원 모집방법

어린이독서회 모집방법은 <표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착순으로’ 7개관

(35%),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6개관(30%),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 중

에서’ 6개관(30%),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1개관(5%) 순이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방학중 독서교실에서 참가한 학생’ 등 3가지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었으며 시행

하는 도서관수도 같게 나타났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회원모집방법은 ‘선착순으
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모집하고 있는 곳 각 1개관으로 나타났다.
<표15> 독서회 회원 모집방법

*

회원선발 방법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원하는 사람
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6(30%)

6(30%)

6(30%)

7(35%)

1(5%)

일정한 테스
트를 거쳐서

1(5%)

1(5%)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중에

수(백분율)
합 계

6(30%)

18(90%)

6(30%)

20(100%)

2(10%)

3.6.2 회원수

도서관별 독서회 총회원수는 <표1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20명’의 회원

을 가진 도서관이 12개관(60%), ‘51명이상’ 회원 3개관(15%), ‘21～30명’의 회원

2개관(10%), ‘31～40명’의 회원 2개관(10%), ‘41～50명’의 회원 1개관(5%) 순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어린이독서회 회원수는 ‘11-～20명’을 가진 도서관이 대

다수였고,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2개관 이 모두 41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16-1> 도서관별 어린이독서회 총회원수
회원수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11～20명
12(60%)

12(60%)

21～30명
2(10%)

2(10%)

31～40명
2(10%)

2(10%)

*

수(백분율)

41～50명

51명 이상

합 계

1(5%)

2(10%)
1(5%)

18(90%)

3(15%)

20(100%)

1(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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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독서회 모임별 회원수는 <표1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20명’의 회

원으로 운영하는 모임은 16개관(80%), ‘21～3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는 모임은 2

개관(10%), ‘31～4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는 모임은 2개관(10%) 순으로 나타났
다.
독서회를 조직할 때는 많은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적은 회원으로 구성

하여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8∼15명으로 조직하는 것
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회 조직은 그 회원의 양적인 문제보다는 얼마

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질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9)고 했다. 그러므로 시
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모임별 회원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표16-2> 어린이독서회 모임별 회원수
회원수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11～20명
14(70%)
2(10%)

16(80%)

21～30명
2(10%)

2(10%)

31～40명
2(10%)

2(10%)

*

41～50명

51명 이상

수(백분율)
합

계

18(90%)
2(10%)

20(100%)

3.6.3 대상 학년

어린이독서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년은 <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5～

6학년’ 대상인 곳이 7개관(35%), ‘4～6학년’ 대상인 곳이 6개관(30%), ‘3～6학년’

대상인 곳이 3개관(15%), ‘1～6학년’ 대상이 2개관(10%), ‘2～5학년’ 대상인 곳이

1개관(5%), ‘3～4학년’ 대상인 곳이 1개관(5%) 순이다. 시립도서관 대부분이 4ㆍ
5ㆍ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과 3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나타났

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저학년어린이들을 지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9) 김효정 등저,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1997.11)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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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어린이독서회 대상 학년

*

대상학년 1～6학년
2～5학년 3～4학년 3～6학년 4～6학년 5～6학년
(전학년)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수(백분율)
합 계

1(5%)

1(5%)

1(5%)

2(10%)

6(30%)

7(35%)

18(90%)

2(10%)

1(5%)

1(5%)

3(15%)

6(30%)

7(35%)

20(100%)

1(5%)

1(5%)

2(10%)

3.6.4 회원의 독서회 출석률

독서회 회원의 독서회 출석률은 <표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이상’이 6개

관(30%), ‘70-79%’가 5개관(25%), ‘80-89%’가 4개관(20%), ‘59%미만’인 곳이 3
개관(15%), ‘60-69%’가 2개관(10%)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출석
률 70-79%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90%이상’ 높은 출석률을 보인 곳이 4개관이
있는 반면에 ‘59%이하’의 저조한 출석률(3개관)을 가진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모두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표18> 어린이독서회 회원의 독서회 출석률
대상학년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90% 이상
4(20%)
2(10%)

6(30%)

80～89%
4(20%)

70～79%

4(20%)

5(25%)

5(25%)

*

60～69%

59%미만

수(백분율)
합

계

2(10%)

3(15%)

18(90%)

2(10%)

3(15%)

20(100%)

2(10%)

3.6.5 회원모집방법과 출석률의 관계

독서교실회원 모집방법과 출석률의 상관관계는 <표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선착순으로 모집한 경우’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인 경우가 4개관(20%),

70～79%의 출석률을 보인 경우가 3개관(15%)이다. 둘째, ‘원하는 사람은 누구

나’ 모집한 경우에는 80～89%의 출석률을 보인 경우가 3개관(15%)이고, 60～

9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셋째,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 경우’는

1개관으로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넷째,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모집한 경우에는 90%이상의 출석을 보인 경우가 하나도 없었고,

59%미만인 경우가 3개관(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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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어린이독서회 회원모집방법과 출석률의 관계
회원모집
방법
설립주체

90% 이상

원하는 사람
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일정한 테스
트를 거쳐서

1(5%)

4(20%)

1(5%)

1(5%)

3(15%)

80～89%

3(15%)

60～69%

1(5%)

70～79%
59%미만
합

계

6(30%)

7(35%)

*

방학중 독서
교실에 참가
한 학생중에

4(20%)
5(25%)

1(5%)

6(30%)

계

6(30%)

1(5%)

1(5%)

수(백분율)
합

1(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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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3(15%)

20(100%)

3.7 토론 주제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독서회의 토론 주제 도서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는 <표20>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독서회 담당교사가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13개관(59%), ‘도서연

구회추천목록’을 참고하는 경우가 6개관(27.5%), ‘기타’가 2개관(9%), ‘자관발행추

천목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1개관(4.5%) 순이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독서회담
당교사가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도서연구회 추천목록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도 시립도서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20> 토론 주제 도서 선정시 참고자료(복수응답 가능)
도서선정
참고자료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도서연구회
추천목록

자관발행 추
천목록

5(23%)

1(4.5%)

6(27.5%)

1(4.5%)

1(4.5%)

독서회 담당
교사가 좋은
책이라고 선
정한 도서

기

*

타

수(백분율)
합 계

11(50%)

2(9%)

19(86.5%)

13(59%)

2(9%)

22(100%)

2(9%)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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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활동에 관한 사항
어린이독서회 활동은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서감상문 발표’- 18개관

(35%), ‘독서토론’이 18개관(35%), ‘NIE활동’을 하는 경우가 7개관(13%), ‘독후감

상화 그리기’가 4개관(8%), ‘견학’이 3개관(6%), ‘기타’가 2개관(4%) 순으로 나타
났다. 독서회의 주된 활동이 독서토론과 독서감상문으로 조사되었다. 시립도서관
의 경우에는 NIE활동, 견학 등 어린이독서회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구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독서감상문발표, 독서토론, 독후감상화 그리기 3가지의 단조
로운 활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어린이독서회 활동(계는 소숫점 아래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활 동 독서감상
문 발표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독서

토론
16(31%) 16(31%)
2(4%)

2(4%)

18(35%) 18(35%)

*

수(백분율)

NIE활동

견 학

기 타

합 계

3(6%)

7(13%)

3(6%)

2(4%)

47(90%)

4(8%)

7(13%)

3(6%)

2(4%)

52(100%)

독후감상
화그리기
1(2%)

5(10%)

3.9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9.1 홈페이지 운영여부
인터넷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이든지 관련 홈페이

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독서회 관련 홈페이지에 독서회
게시판과 독서감상문방을 두어 운영한다면 독서회 회원과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고 서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독서회 관련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도서관은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관(5%)만이 운영하고 있었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지 않은 도서관이 19개관(95%)이다. 정보화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

공도서관 어린이독서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구립도
서관 1개관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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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홈페이지 운영여부
홈페이지 운영여부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합

계

*

운영한다

운영하지 않는다

1(5%)

합

1(5%)

수(백분율)
계

18(90%)

18(90%)

19(95%)

20(1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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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3.9.2 독서회 홈페이지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지 여부
독서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 지 여부

를 질문한 결과 <표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영할 생각이 있다’- 6개관(32%),

‘없다’- 5개관(26%), ‘그저 그렇다’- 4개관(21%), ‘기타’가 4개관(21%) 순이다. 현
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 적극적인 생각
을 가진 도서관은 6개관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독
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3> 독서회 홈페이지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

수(백분율)

홈페이지 운영할 생각
설립주체
시립도서관

있다

없다

그저 그렇다

6(32%)

5(26%)

3(16%)

계

타

4(21%)

1(5%)

구립도서관
합

기

6(32%)

5(26%)

4(21%)

합

계

18(95%)
1(5%)

4(21%)

19(100%)

3.10. 어린이독서회 활동과 도서관이용의 활성화 관계
어린이독서회 활동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관계는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도움이 된다’- 12개관(60%), ‘보통이다’- 4개관(20%), ‘아주 도움이 된다’- 3
개관(15%), ‘무응답’- 1개관(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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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

러므로 어린이독서회 활동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김효정
은 어린이도서관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어린이 기초생활전개를 확보하고 나
아가 문학성을 향상시키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10)고 하였다.
<표24> 어린이독서회 활동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관계
도서관이용
활성화

아주 도움
이 된다

도움이 된
다

보통이다

시립도서관

2(10%)

11(55%)

4(20%)

구립도서관

1(5%)

1(5%)

합

3(15%)

12(60%)

설립주체

계

별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

*

수(백분율)

무응답

합 계

1(5%)

18(90%)
2(10%)

4(20%)

1(5%)

20(100%)

Ⅳ. 어린이독서회 운영의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요약
1) 조사대상 서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시립도서관의 경우 100%가 어린

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50%만이 어린이독서회를 운
영하고 있었다. 구립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독서회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어린이독서회 수를 살펴보면, 1개의 어린이독서회를 조직한 곳이 15개관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독서회 조직활
동이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독서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린이열람실이 담당하는 경우가 18개관

(9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열람실 사서가 어린이독서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독서회에 대한 사서의 부담감을 조사한
결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0) 김효정, “情報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인의 位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 (1994.6)
3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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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독서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독서회를 ‘1달에 1회’

개최(7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이독서회 개최일은 토요일, 수요

일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독서회 개최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대다수였다.

5) 어린이독서회 계획표와 어린이독서회 일지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작성
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도서관이 계획성을 가지고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어린이독서회 회원에 관한 사항 중 회원 모집방법은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학중 독서교실에서 참가한 학생 중에서 모집하는 3가

지 방법이 대다수였다. 어린이독서회 회원 수는 ‘11～20명’이 12개관(60%)으로

가장 많았고 ‘51명 이상’인 곳도 3개관(15%)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어
린이독서회가 고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학년 대상’으로 하는 곳이 2

개관(10%)에 불과했다. 독서회 회원모집 방법과 출석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한계를 둔 선착순으로 모집’한 경우와 ‘테스트를 거친 경우’가 출석률이

높았고,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모집’한 경우에는 출석률이 저
조했다. 조사결과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독서회를 조직하는 방
법이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독서회 도서선정 참고자료는 독서회 지도교사가 좋은 책이라고 선정한 도

서, 도서연구회 추천목록 순으로 나타났다.

8) 어린이독서회 활동은 독서감상문 발표, 독서토론, NIE활동, 독후감상화 그
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9) 어린이독서회 개최장소는 도서관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순으로 나타났
다.
10) 어린이독서회 홈페이지의 운영은 1개관만이 운영하고 있었고 독서회 홈페

이지를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 도서관은 6개관(32%)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독서회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11) 어린이독서회 활동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관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15개관(75%)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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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독서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독서회 활동은 어린이열람실 사서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열람실 사서의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부가되는 업무인
어린이독서회 운영은 사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열람실의 담당사

서 수를 증원시켜서 업무를 분담하거나 독서회, 현장학습 등 독서 업무를 담당
하는 독서지도 전문사서를 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독서회가 1개만으로 조직되어 명목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독서회 수를 늘리고, 주로 고학년 위주로 운영되
는 독서회 조직을 전학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독서지도사 등)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독서회 개최횟수를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개최빈도가

1달에 1회인데 이것은 어린이독서회 모임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

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주에 1회 개최하는 것이나 적어도 1달에 2회 개최하
는 것이 독서회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회원모집방법 중 방학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들 중 모집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특정한 학생만을 위한 어린이독서교육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
문이다. 독서회활동의 기회는 더욱 많은 어린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독서회 홈페이지의 운영이 필요하다. 어린이독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서회 회원끼리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독서감상문방을 두어서 어린이

독서회 회원의 독서감상문을 첨삭, 수정해 주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면 독서회
의 운영은 훨씬 활발할 것이다.
여섯째, 어린이독서회를 두고 있지 않은 구립도서관과 개관될 예정인 구립도
서관도 시립도서관처럼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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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어린이열람실 앞에 어린이독서회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어린이독서회

회원의 독서감상문, 독후감상화 등을 게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수시로 어린이독서회의 운영에 관한 계
획 등의 내용을 올려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도 적극적인 홍보방법
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서울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서의 독서회 운영현황을 운영자 중

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독서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연구, 그리고 이제 초
기 단계인 구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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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 공공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어린이열람실 담당 “조미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

울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 바라며 아래의 답변은 이 연구 목적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해당되는 곳에 O표 해주세요.
1. 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독서회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 어린이독서회가 없다면 24번, 25번을 답변해 주세요.
2. 어린이독서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① 어린이열람실 (

)

② 문화교실 (

)

③ 기타 (

)

3. 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독서회는 몇 개입니까?
① 1개 (

)

② 2개 (

)

③ 3개 (

4. 어린이독서회가 개최되는 간격은?
① 1주에 1회 (

)

④ 2달에 1회 (

)

② 1달에 2회 (
⑤ 기타 (

① 수요일 (

)

② 토요일 (

)

)

5. 어린이독서회는 무슨 요일에 개최됩니까?
)

④ 특별한 요일 없이 수시로 변동함 (

)

④ 4개 (

③ 1달에 1회 (

③ 일요일 (
)

)

⑤ 기타 (

)

⑤ 5개 이상 (

)

)

요일)

6. 귀 도서관의 어린이독서회의 지도는 누가 하나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① 어린이열람실담당 (

)

② 자원봉사자 (

③ 어린이열람실담당사서와 자원봉사자가함께 (
⑤ 문화교실 담당 (

)

⑥ 기타 (

)

)

)

④ 도서관에서 위촉한 분 (

7. 어린이독서회의 지도를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에 어떤 분이 하나요?
① 어머니 동화읽는 모임 회원 (

)

② 순수한 학부모 (

③ 어머니 동화읽는 회원이면서 동시에 학부모(
④ 희망자 (

)

⑤ 독서전문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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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독서회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총 몇 분인가요?
① 1명 (

)

② 2명 (

)

③ 3명 (

9. 어린이독서회의 계획표를 작성하나요?
① 한다 (

)

② 안 한다 (

)

④ 4명 (

)

⑤ 1년 (

)

)

② 1개월 (

)

⑥ 기타 (

명)

)

10. 어린이독서회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단위로 작성하나요?
① 1 주 (

⑤ 기타 (

99

③ 3개월 (

)

)

④ 6개월 (

)

11. 어린이독서회의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나요?
① 한다 (

)

② 안 한다 (

)

12. 어린이독서회는 몇 시간 동안 하나요?
① 30분 (

⑤ 기타 (

)

② 1시간 (

)

)

③ 1시간～2시간 (

13. 독서교실 회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

③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

)

)

② 선착순으로 (

④ 방학 중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

)

14. 어린이독서회 회원의 학년은?
① 1학년∼6학년 (

)

③ 5학년∼6학년 (

)

② 4학년∼6학년 (
④ 기타 (

15. 어린이독서회 일지를 작성하나요?
① 한다 (

)

② 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

16. 독서 토론하는 도서는 어디서 참고하여 선정하나요?
①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도서목록 (

)

② 도서관 자체에서 발행한 추천 도서목록 (

)

③ 담당 선생님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도서 (
④ 기타 (

)

④ 제한이 없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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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독서회에서 하는 활동은?(순위대로 써 주세요. 하지 않는 활동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① 독서감상문 발표 (
④ NIE활동 (

)

)

② 독서토론 (

⑤ 견학 (

)

)

⑥ 기타 (

18. 어린이독서회 회원수는 총 몇 명인가요?
① 10명 이내 (

)

④ 31명∼40명 (

② 11명∼20명 (

)

⑤ 41명 ∼ 50명 (

19. 어린이독서회 회원의 독서토론 참가율은?
① 90% 이상 (
④ 60∼69%

)

(

)

② 80∼89% (

)

⑤ 59% 미만 (

)

)

)

④ 문화교실 (

)

)

③ 21명∼30명 (

② 도서관회의실 (

⑤ 항상 변한다 (

)

)

)

)

)

⑥ 51명이상 (

③ 70∼79% (

20. 어린이독서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① 어린이열람실 (

③ 독후감상화 그리기 (

)

)

③ 시청각실 (

⑥ 기타 (

)

)

21. 어린이독서회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나요?
① 한다 (

)

② 안 한다 (

)

22. 어린이독서회 홈페이지를 운영할 생각은 있나요?
① 있다 (

)

② 없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기타 (

)

23.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면서 업무추가에 대한 사서로서의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 부담이 된다 (

)

④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② 부담이 된다 (
)

)

③ 보통이다 (

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

)

24. 어린이독서회 활동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아주 도움이 된다 (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5. 귀 도서관은 어느 소속입니까?
① 서울시립도서관 (

)

② 도움이 된다 (
)

)

③ 보통이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구립도서관 (

)

③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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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석(朴奉石)의 생애와 저작에 대하여
이 철 교1)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본론

3. 나오는 글

<박봉석 선생 저작 연보>

<Abstract>

Bong-Suk Pak(1905 - ? ), who started as a librarian at the Libra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Chosen Sotokufu) from April 1931, made great
accomplishments in the library field.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he became an assistant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and achieved many great steps forward in this field. He made great
achiev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the study of libraries.

He left several treatises on the science of Korean Buddhist bibliography,

for example, A Study of Tripitaka Koreana, and publishe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Tables, Korean Catalog Rules for Oriental Books and other
works. On July 13, 1950 during Korean War(1950-1953), he was kidnapped
and taken to North Korea and from then on he was never heard from again.

Until now, his efforts were not only in the Librarian world but he also

was a buddhist monk based in Pyochung Temple in Miryang.

This article about Bong-Suk Pak describes him as a buddhist as well as a

librarian in a well-balanced way. Included is an appendix which covers his
writings in chronological order.

1)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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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지난해 가을『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오동근 엮음)이라는 책이 간

행되었다. 전권을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분류연구자로서의 박봉석’, ‘편목-’,

‘불전-’의 4부로 나누어 박봉석의 저작과 그에 관한 몇몇 사람의 논고를 싣고 있
으며, 책머리에는 귀중한 사진 다섯 장이 실려 있다. 그 동안 박봉석을 멜빌 듀

이(Melvil Dewey, 1851-1931)에 견주어2) ‘한국의 멜빌 듀이’니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니 하면서도 정작 그의 전집이나 그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된 글이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막상 찾아보려면 접근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던 차에 이처럼
그의 저작과 그에 관한 논고를 한 권에 모았다는 것은 여간 뜻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척기 한국 도서관계에 있어서 선생의 그토록 크나큰 발자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계에서는 선생의 저작목록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
하였다는 사실과 오늘날까지도 도서관계에서조차 선생에게 씌워진 납북자라는
굴레를 벗겨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놀라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우연히 도메일링 리스트를 보다가 의외로 선생에 관한 자료

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으며, 선생의 현창(顯彰)사업을 전개하자는 주장도 있음

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필자는 잊혀진 인물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또는 재가불
자(在家佛子)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주로 불교인으로서의 선생의 면모를 그려 불

교계의 잡지에 한두 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발표한 글을 깁고
보태어 도서관인으로서의 선생의 면모와 함께 선생의 저작목록을 정리하여 도서

관계에 제공하자는 의욕이 일어났다. 더구나 선생은 사미(沙彌) 또는 사문(沙門)
으로 자처하였으나, 불교인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도서관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
이 아니던가!

2. 본 론
선생과 중앙불교전문학교(약칭 佛專, 동국대학 전신) 동기생이며 문예 방면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던 묵당(默堂) 강유문(姜裕文, 졸업 후에 혜화전문학교 강사.

이하 다른 분들의 경력도 졸업 후 또는 후일의 경력을 포함함)은 졸업에 즈음하
2) 원종린,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도서
관연구』 vol.22 no.1(1981.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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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우회지(校友會誌)인『일광(一光)』제3호에 「3년」이라는 제목으로 개교이

래 3년 동안의 경과를 기록하고, 이어서 제1회 졸업생 24인의 프로필을 시조 형
식으로 읊고 있는데, 선생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재약산(載藥山) 죽림(竹林) 속에 범종(梵鍾) 소리 어리어라.
표충사(表忠寺) 앞날 어른 뜰에 완연(完然) 노니는 듯
박봉석(朴奉石) 그리운 소식(消息) 예서 물어 보오리.
강유문이 읊은 대로 선생은 양산 통도사(通度寺) 말사(末寺)인 밀양 재약산 표

충사 승려 출신이다. 선생은 1905년 8월 22일 경남 밀양군 밀양면 삼문리(三門

里) 342번지에서 밀성(密城)이 본관인 아버지 근실(根實)과 어머니 김분이(金分
伊) 사이에서 태어났다.3)

아명(兒名)이 영수(泳洙)였으나 일찍이 표충사 주지 김덕월(金德月) 스님과 사

자(師資)의 인연을 맺은 뒤로는 아예 아명을 버리고 법명인 봉석(奉石)을 호적에

올려 일생동안 법명으로 살았다. 호는 용재(榕齋)이며, 필명(筆名)으로는 출신 사
찰이 자리한 재약산에서 따온 재약산인(載藥山人)을 즐겨 사용하였으나, 때로는

박화(朴華), 박꽃, ㅂ생(비읍생), 박생, 영남생(嶺南生) 등을 쓰기도 하였다. 일제

하 개정 조선민사령에 따른 창씨개명은 와야마 히로시게(和山博重)이었다.

1921년 3월 선생은 통도사 지방학림(地方學林) 4년을 졸업하였는데, 아마도 당

시 불교계의 학제에 따라 사미과(沙彌科)와 초등과〔四集科〕, 중등과〔四敎科〕
정도를 수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선생은 표충사의 주선으로 상경하여

1922년 4월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27년 3월 같은 학교를 졸업하
고 귀향하여 향리에서 표충보통학교 교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그 때 마침 불교계에서는 4년에 걸친 교무원과 총무원 사이의 분규를 타결하

여 종헌(宗憲)을 제정하고 종회(宗會) 및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출범시켰다. 또
한 1922년 5월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전제로 5년 간 기한부로 휴교한 불교중앙학

림(佛敎中央學林)의 후신으로 불교전수학교를 세워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선생은 또 다시 상경하여 입학하니, 1928년 4월 선생의 나이 24세 때였다. 이 때

함께 입학한 학생은 강유문을 비롯하여 박영희(朴瑛熙, 대흥사 주지), 박윤진(朴

允進, 동국대 교수. 납북), 정두석(鄭斗石, 건국대ㆍ동국대 총장, 太古宗 宗正), 조

명기(趙明基, 동국대 총장) 등 4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사비생(寺費生)인 승려이
고, 속인은 2, 3인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조명기는 재적본사(在籍本
3) 선생의 약력은 주로 본적지인 밀양읍의 호적등본,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적부 및 1948년
12월 1일 선생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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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도 같은 통도사(당시 주지 宋雪牛)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의기가 투합하여 평
생의 도반(道伴)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선생은 입학 직후 서흥 김씨(瑞興金氏) 기수(基守) 여사와 결혼하니, 생활은

한껏 쪼들릴 수밖에 없었으나, 아내의 따뜻한 내조에 힘입어 1931년 3월, 그 사
이 승격된 중앙불교전문학교 본과 제1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마쳤다. 이 때 졸업

생 24인은 2958회 - 1931년은 당시 통용되던 북방불기(北方佛紀)로 2958년이었
다. - 를 조직하고 조선불교의 가장 큰 일꾼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4)

재학 중에는 문학에도 관심을 두어『일광』제1호에「옛날의 꿈」, 「가을 삼

제(三題)」, 제2호에「금붕어」, 제3호에「여중잔편(旅中殘片)」등의 시를 발표하

였는바, 그 정조(情操)는 대체로 어두웠다. 생계의 곤란과 불확실한 장래, 학교ㆍ

교단의 문제 등이 항상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선생은 어려운 살
림에도 자주 책을 사서 읽는 한편, 운동도 좋아하여 교우회 체육부 간사를 3년

내리 맡았으며, 축구선수로서 시합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9년 9월-11월

에는 포광(包光) 김영수(金映遂, 동국대 학장, 전북대ㆍ원광대 교수) 선생의 인솔

로 중국 방문 수학여행단의 일원이 되어 상해(上海), 소주(蘇州), 항주(杭州), 남

경(南京), 북경(北京), 봉천(奉天) 등지의 고적과 명찰을 순방하였으며, 상해에서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청(正廳)을 방문하였다.

선생의 재학 당시 불전에는 교장인 만암(曼庵) 송종헌(宋宗憲, 曹溪宗 종정)을

비롯하여 포광,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 불전 교장, 대한불교 敎正), 변영석(卞
榮奭), 윤태동(尹泰東), 김법린(金法麟, 문교부장관, 동국대 총장), 홍명희(洪命
熹), 도진호(都鎭鎬) 및 정인보(鄭寅普), 백성욱(白性郁, 내무부장관, 동국대 총

장), 최남선(崔南善), 성낙서(成樂緖), 김태흡(金泰洽, 조선불교 중앙포교사, 불교

시보사 사장, 화운사 조실) 그리고 일본인 에다(江田俊雄), 아카마쓰(赤松智城),

가와무라(河村道器), 아키바(秋葉隆) 등 학덕을 두루 갖춘 분들이 교수 또는 강

사로서 교육과 훈도에 정성을 다하고 있었으니5), 선생은 실로 스승의 복을 지녔

다 할 것이며, 뒷날 대성(大成)한 불교서지학과 도서관학의 기틀도 이 때에 이루
어졌다 할 것이다.

4) 강유문, 「3년」, 『일광』제3호(1931.3) p.89
5) 『일광』제1호(1928) p.54 ; 제2호(1929. 9) p.118 ; 제3호(1931.3) p.128에 각각 실린 중앙
불교전문학교교우회 특별회원(교직원)명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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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불전을 졸업하자마자 뜻한 바 있어 조선총독부도서관 고원(雇員)으로

취직하여 도서관인으로서의 생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때 조명기 또한 새로
개관한 모교 도서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선생은 취직이래 1945년 조국 광복 때까지 약 15년 동안 고서(古書)의 분류와

편목 업무에 종사하였다. 뒷날 광복된 조국에서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이 되어

부관장인 선생과 함께 도서관 건설에 매진하게 되는 이재욱(李在郁)도 같은 해

경성제국대학(서울대 전신)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촉탁(囑託)으로

들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선생은 도서관에 들어간지 8년 만인 1939
년 3월 일본 문부성(文部省)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하니, 광복 때까지

이 시험에 합격한 한국인은 1937년에 합격한 최장수(崔長秀)와 선생 두 분 뿐이
었다. 1940년 4월 30일에는 조수(助手)에서 사서로 승급되어 조선총독부도서관

서열 10위에 올랐으며, 그 2년 뒤에는 오기야마(荻山秀雄) 관장, 이재욱 부관장

에 이어 80여 명의 직원 중 3위로 뛰어올랐다. 이렇듯 일본인들까지 앞지른 빠

른 승진은 그가 직무에 얼마나 충실하였으며, 또한 얼마나 부단히 연구하고 노

력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재직 중에는 적어도 한 차례(1941년 2
월) 이상 일본 각지 도서관을 시찰한 사실이 확인된다.

선생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불교서지학과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誌)인『조선』,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보(館報)인『문
헌보국(文獻報國)』,

조선도서관연구회지인『조선지도서관(朝鮮之圖書館)』및

『불교』등의 간행물에「고려대장경판의 연구」,「의천(義天) 속장(續藏)의 현존
본에 대하여」,「고려장(高麗藏) 고종판(高宗板)의 전래고」,「경전 전수(傳輸)

소고」,「대장경의 목록과 그 분류」,「대장(大藏)의 명칭 유래와 그 통섭」,「조

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 사안(私案)」,「신라 찬술 불서(佛書) 서목에 대하여」,
「가야산 해인사 경판에 대하여」등을 부지런히 발표하였으며, 틈틈이『불조삼
경주(佛祖三經註)』등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소장한 귀중도서를 소개하기도 하였

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조선총독부도서관 제98회(1940. 5. 28.) 관원연구발표회
에서 발표한 「조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 사안」은 1940년경 개성에 새로 설립

된 중경문고(中京文庫)의 장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비록 십진식

(十進式)을 채택하지 않고 가나(假名) ア(철학)에서 ラ(아동도서)까지 모두 31주

류(主類)에 이르는 열거식(列擧式)을 채택하고 각 주류 아래 다시 숫자 2자리

(11-99)의 유(類)를 배정하고 있는 혼합기호의 형식이므로 조기성(助記性)이 극
히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뒷날 편찬한『조선십진분류표(朝鮮十進分類
表)』의 기초가 되었으며, 또한 한국적인 분류표를 편성하려 노력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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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찬술 불서 서목에 대하여」는 제119회(1942. 5. 12.) 관원연구발표회에

서 발표한 논문인데, 당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종교학연구실 조수로서 신라
불교 연구에 전념하던 조명기의 도움을 받아 의천의『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

宗敎藏總錄)』등 21종의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총46인(人) 331부(部)
976-1172권(卷)의 서목과 47부 143권의 현존 찬술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뒷

날 연세대교수 민영규(閔泳珪)에 의하여「신라장소록장편(新羅章疏錄長編)」6)으

로 계승되고,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특히「고려대장경판의 연구」7)는 우리나라 대장경 연구의 선편(先鞭)을 연 논

문인바, 선생은 이 논문에서 당시 이설(異說)이 분분하던 대장경판의 해인사 전

안(傳安) 시기를 조선 태조 7년(1398) 5월 12일부터 정종 원년(1399) 정월 9일
이전까지의 약 8개월 사이로 추정하였다.

또한 1940년 2월부터『불교』에 연재를 시작한「청구승전보람(靑丘僧傳寶

覽)」은 대략 1930년대의 10여 년 동안에 걸쳐 수집 정리한 자료였으나, 1943년

11월, 14회 연재를 끝으로 삼국시대편 13획(劃) 의연(義淵) 조에서 연재가 중단
된 채 원고가 일부 분실되었으니, 불교사학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8)

6) 백성욱박사 송수기념사업위원회 편,『(백성욱박사 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서울：동국
대학교, 1959. pp.345-402
7) 이 논문은「대장경의 목록과 분류」,「대장의 명칭 유래와 그 통섭」등 고려대장경에 관
한 그의 수 편의 논문을 아우른 것으로서, 1959년 후학인 천혜봉(千惠鳳) 등에 의하여 정
리되어 박영수 명의로『(백성욱박사 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에 다시 수록되었다.
8) 『불교』신제21호(1940. 2) 부록 pp.1-5에 실린 범례에 따르면 한국불교의 발달을 삼국시
대〔교학 전래기〕, 신라일통(一統)시대〔선학 흥륭기〕, 고려시대〔선교 병립기〕, 조선
시대〔선교 일통기〕로 구분하여 승니(僧尼) 및 전법승(傳法僧), 독신거사(篤信居士) 등
의 자료를 명(名)ㆍ시호(諡號)ㆍ자(字)ㆍ호(號)ㆍ속명(俗名) 등의 획수순(劃數順)으로 정
리하였다. 삼국ㆍ신라일통시대편에서 이용한 저본(底本)ㆍ대교본(對校本)ㆍ참고본의 목록
만 보더라도 60여 종이 넘을 만큼 자료의 섭렵이 광범위하고 고증이 정밀한 노작(勞作)
이었다. 매호 부록으로 별면(別面) 처리하여 일련 면수를 부여한 점으로 미루어, 연재가
끝나면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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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7월～8월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위촉을 받아 조명기, 장지태(張之兌)

와 함께 해인사 잡판고(雜板庫)의 조사에 착수, 원효(元曉)의『십문화쟁론(十門
和諍論)』, 수창 2년(1096) 간행의『화엄경(華嚴經)』, 원통 2년(1334) 간행의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百花道場發願文略解)』등의 판목(板木)을 발굴하여 이른바
잡판 즉 사간장경판(寺刊藏經板)이 갖는 학술적 가치가 정장(正藏)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1943년에는 이를 인출(印出)하여 조선총독부도서관
등에 공장(公藏)하게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선생의 표현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에 조선의 여명(黎明)

은 오고야 말았다.” 조국 광복과 동시에 선생은 조선총독부도서관 부관장에 취

임하여 일본인으로부터 업무를 차질 없이 접수하는 작업과, 전쟁 중에 개성으로

소개(疎開)하였던 장서를 무사히 이관하는 작업, 그리고 도서관을 한국인으로 재

조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아울러 수서과장 박희영(朴熙永)으로 하여금 8ㆍ
15 광복의 혼란 속에 건국준비위원회 및 각종 정당ㆍ사회단체에서 쏟아져 나오

는 건국 문헌을 빠짐없이 수집하게 하였다. 한편 이미 대구로 낙향한 이재욱을

강권하다시피 하여 관장으로 추대하고(발령 10월 6일자), 1945년 10월 15일 드디
어 새롭게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게 하였다.

당시의 전후 사정을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낸 김재원(金載元)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문교부 교화국(敎化局)의 미국인들이 도서관의 적임자를 내게 물어와 나는 이병
도(李丙燾)씨를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는 경성제대 조선어과를 졸업한 이재욱씨를
추천하였다.
이(李)는 대학 졸업 후 계속 도서관에 있다가 전쟁 말기에 대구에 가서 학교 교
원으로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도서관에서 이(李)와
같이 일하던 박봉석은 혜화전문(惠化專門) 졸업생이었는데 자기는 관장이 될 생각
이 없으니 이(李)를 모셔와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급히 전보를 쳐
서 서울로 오라고 하였다.
윈클러(Robin W. Winkler) 군조(軍曹)와 함께 이재욱을 만나보니 이(李)의 말이
자기는 일단 도서관을 떠난 사람이라고 사양하면서 박봉석을 관장으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 생각하였던 대로 이(李)를 관장으로 밀어 결국 그가
관장, 박봉석이 부관장이 되었다. 정부 직제에 ‘부(副)’라는 것은 많지 않은데 유
독 도서관에 부관장이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유래한다.
국립도서관은 박물관과 병립되어 있는 기관으로 나는 항상 그들을 도우려고 하
였다. 그래서 록펠러재단의 파스(Charles Fahs) 박사에게 이재욱을 미국에 보내
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 배워오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뜻대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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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이(李)의 도미(渡美)는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이재욱과 박봉석 모두가 6
ㆍ25사변 때 납북된 것은 애석한 일이다.9)

박희영은 뒷날 이 일에 대하여 “여기에서 특기하고 싶은 일은 관장이라는 자

리를 선생이 하지 않고 굳이 이재욱 선생을 모시겠다는 선생의 마음씨다. 그 당

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알 수 없
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10)라고 경의를 표하였다.

같은 해 8월 30일 선생은 광복에 따른 도서관계의 일시적 동요와 혼란을 도서

관인의 대동단결로 무사히 넘기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10여 년 동안 서양서 정리를 담당한 바 있는 김진섭(金晋燮, 수필가. 獨文學者)

등과 함께 조선도서관협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창립대회 때 선

생은 전국통일분류표 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쉽게도 보
류되었다. 그러나 1947년 5월 총회 때 전국통일분류표 제정을 결의하고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선생도 그 일원이 되어 기초의 중책을 지게 되었으며, 결국 선생
의『조선십진분류표』가 기초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협회 승인의 통일분류표로
채택되었다.11)

1946년 3월 1일에는『국립도서관관보』(제2호부터 『문원(文苑)』으로 개제)가

창간되었다. 선생은 부관장의 자격으로「관보를 내면서」라는 간행사를 썼다. 이
글은 해방 공간에서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립도서관 활동의 일단을 잘 보여 주
고 있다.
3월 1일! 뜻깊은 이 기념일을 기하여 관보 제1호를 내게 됨은 거듭 기뿐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총독부도서관시대에『문헌보국』이란 관보가 호화판으로 사계
(斯界)에 자랑하였지마는 지금 우리는 인쇄 관계로 부득이 등사판으로 수엽(數葉)
의 관보를 세상에 내게 되나, 그러나 미구(未久)에 그네들보다 손색이 없이 상재
(上梓)하고자 한다.
회고하여 보면 감개가 무량하다. 해방 후 총독부도서관 직원 중 우리 직원은
불과 십여 인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왜(倭) 직원과 투쟁을 하면서 장서 35만
권을 주야로 사수하고 일방(一方) 건국문헌 수집에 만전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9) 김재원, 『(초대 박물관장 자서전)박물관과 한평생』. 서울 : 탐구당, 1992. pp.90-91
10) 박희영, 「도서관 개척자 박봉석(2) - 잊을 수 없는 사람(264)」. 『신아일보』제3314호
(1976. 1. 17.) p.4
11) 박봉석 편, 『조선십진분류표』, 서울 : 국립도서관, 1947. 편자 서언(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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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미군이 입경(入京)한 후 10월 5일에 일인(日人) 직원 전부를 파면하고
'국립도서관'이란 새 간판을 걸고 우리 손으로 개관 준비에 착수한지 불과 10일
후 동 15일에 개관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일인이 반년간 애써 소개한 도서 18
만 권을 미군의 원조 하에 관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단시일에 완전히 복귀하였고,
또 그네들이 소위 비본(秘本)이라 하여 일반에게 열람을 금지하였던 조선 역사 및
사상 관계 서적과 식민지정책의 비밀 도서 등 1만여 권도 완전히 접수하여 방금
정리 중이므로 3월 중순에는 우리 민족과 같이 이 도서도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독서인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일요일 및 경축일도 개관
하여 연중무휴주의로 매진 중이다….

광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으나, 우리의 손으로 건설해야 할 조국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숙련된 일꾼이 없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인재난은

도서관계라고 하여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선생은 이재욱관장과 협의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國立)의 도서관학교 설립을 서둘러 1946년 4월 1일 20명의 학
생과 함께 1년(단, 1기생에 한하여 6개월) 과정의 조선도서관학교(뒤에 국립도서
관학교로 개칭)를 개교하였다. 국립도서관학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5
회에 걸쳐 총 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이 각급 도서관 발전의 중추

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선생은 교수를 겸직하면서 도서분류법 및 실습, 동양서

목록법 및 실습, 도서관학개론 등의 과목을 강의하니, 이는 전체 시간의 반 이상

을 선생이 담당한 것이다.

이 무렵 특기할 것은 1946년 4월 2일 “국법(國法) 제정의 편의를 도모케 하기

위하여 현재 본청 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에 보장(保藏)한 법률부문 서적은 법제
도서관에게 이에 이양"하라는 내용의 군정청(軍政廳) 명령 제67호가 공포되자

법률도서 이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여 반대운동을 전개,

이를 철회시킨 일과, 군정청 문교부 교화국 사회교육과 미국인 고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시에 십여 명의 여자직원을 공개 채용한 일이다.

1947년 8월 25일에는 이재욱, 이병기(李秉岐), 송석하(宋錫夏), 홍순혁(洪淳爀),

김구경(金九經, 禪學者) 제씨와 함께 조선서지학회를 발기하였다.

광복되기 전 각급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 위주로 편찬된

분류표와 목록규칙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 조국에서는 새 시대에 부응
하여 한국 위주로 편찬된 분류표와 목록규칙이 필요하였다. 이에 선생은 국립도
서관 부관장, 국립도서관학교 교수, 도서수호ㆍ문헌수집위원회 위원장, 조선도서

관협회 위원장(1947년 총회 때 이재욱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전무이사를 맡음),

건국준비위원회 문화시설 전문위원, 법률도서 이관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선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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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상무위원, 동국대학ㆍ조양(朝陽)보육사범학교 강사, 국화(國華)여자전문학관

관장 그리고 불교청년단ㆍ혁명불교도동맹ㆍ불교혁신총연맹의 일 등 그야말로 1
인 10역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1946년 4월에는『동서(東西)편목법』

을, 같은 해 7월에는『동서(東西)도서분류표』를 편찬하여 강의용 유인본(油印

本)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1947년 10월에는『조선십진분류표(KDC)』를, 1948

년 10월에는『조선동서편목규칙(朝鮮東書編目規則, KCR)』을 편찬하여 간행하
였다.

이재욱은『조선십진분류표』를 “암야의 태양, 사막의 녹지”에 비유하였으며,

『조선동서편목규칙』서(序)에서는 “편자가 반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긍(亘)

한 실무를 통해서 거둔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연핵(硏覈)으로 얻은 확실한 이

론을 기초로 해서 성서(成書)한 그것인 만큼 사계(斯界)에 비보(裨補)하는 바가

지대할 것임을 보증하여 마지않는다”고 하였다.

한때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채용한 분류표의 71%, 대학도서관에서 채용한 분류

표의 35%까지 차지하였던 KDC는 저자의 피랍과 이로 인하여 개정작업이 이어

질 수 없었던 점 및 서구 도서관학의 도입에 따른 DDC의 보급 확대, 그리고 한
국도서관협회의『한국십진분류표』제정 등의 이유로 그 과도기적 사명을 다한

채 소멸되었으며, KCR 또한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마치 선생이『조선십진

분류표』서언에서 “본래 분류표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영구적이 아니다. 시대

의 추이(推移)에 따라 항상 수정 첨삭이 있어야 하므로 본 표가 표준적이고 모
범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KDC는 원래 국립도서관의 도서분류표로 초안한『동서도서분류표』를 다소

수정하여 조선도서관협회 인정의 통일분류표로 개편하고 명칭도 개제한 것이나,

처음부터 전국통일분류표를 염두에 두고 편찬한 것이다. 물론 도서관학이 발달
한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코 적지 않으나, 그래도 이 분

류표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 후 일본인의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다.

KCR에서는 사무용목록의 주목록(主目錄)을 서명목록으로, 열람용목록의 주목

록을 분류목록으로 편성하되 모두 서명주기입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학계에서는 바로 그 점을 결함으로 지적하여 왔으나, 1974년 국제도서관
협회연맹(IFLA)이 제정한『국제표준서지기술규칙』(ISBD)이 기본적으로 서명주
기입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서명주기입법이 IFLA의 ISBD가 나오기 전 서구 여
러 나라에서 사용한 저자주기입법보다 한걸음 발달된 방식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111

선생은 국립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끊임없이 1군 1관의 실현과

분류표의 통일, 그리고 도서관을 통한 평생교육을 주장하고, 이를 위하여 진력하

였다. 1948년 12월『문원』의 <송년사>를 통하여 건국 도상에서 도서관인의 열
성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며 다가올 새해의 과제를 말하였다.

세계의 사조는 다달이 달라가고 문명의 진도는 나날이 높아가는데 해방된 조국
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사조를 수용 못하고 그 문명을 섭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것은 정도문제이지마는 일반 문화인이 관심을 가지면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이에 대한 문화시설이 없는 까닭이다. 이는 추진하는 기관과 관계
당국자의 열성이 부족한데 그 기인(起因)이 있겠지마는 또 일방으로 생각하면 사
회인의 방관적 태도가 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고로 무자년(戊子年)을 보내는 동시에 새해맞이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전국도서관의 발전을 기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도서관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1군 1도서관제의 추진 등이 새해의 과제이다.

한편 불교인 박봉석은 새로운 각오와 기대 속에 불교혁신운동에도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 광복을 맞이한 불교계는 그 해 10월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일제의

사찰령(寺刹令)과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사법(太古寺寺法) 및 31본산말사
법(本山末寺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교헌(敎憲)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

였다. 이 결의에 따라 이듬해 5월에는 조선불교교헌을 제정ㆍ공포하여, 중앙에는
총무원을 두고 지방의 각 도에는 교무원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통할하게 되었
다.
청년불교도들은 친일불교의 청산과 교단의 혁신 및 대중불교의 실현을 주장하

며 혁신단체을 결성하니, 중앙불교청년동맹, 불교청년당, 혁명불교도동맹, 조선불
교혁신회 등이 바로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선생은, 1946년 3월 유성갑(柳聖甲,

국회의원. 납북), 백석기(白碩基, 서울시 학무국장. 납북) 등과 함께 불교청년당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1947년에는 장상봉(張祥鳳, 金九 선생의 북조선 방문 수

행. 월북), 곽서순(郭西淳), 이부열(李富烈, 동국대 강사. 납북) 등과 더불어 혁명

적 의지를 지닌 지식층 불교청년을 모아 혁명불교도동맹을 조직하여 불교혁신운

동의 선봉에 섰다. 혁명불교도동맹은 의식연구부, 세포조직부, 교정연구부, 사회
사업부의 4개 분과를 두고, 부대 사업으로 여성교육을 위한 국화여자전문학관을

설립하여 1946년 9월 24일 120명의 신입생과 더불어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관장

은 선생이 직접 맡았으며, 학감에 이부열, 국문학과장에 곽서순, 문화과장에 정
두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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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3일 선학원(禪學院)에 모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을 비롯한 불교청

년당, 혁명불교도연맹, 불교여성총동맹, 조선불교혁신회, 선우(禪友)부인회, 재남

이북(在南以北)승려회 등 혁신 7단체의 대표들은 불교혁신총연맹을 결성하였으

며, 1947년 1월 1일에는 기관지인『대중불교』를 창간하였다. 선생은 그 편집을

맡아 창간사를 썼는데, 이 글에는 선생의 불교관과 당시의 혁신 분위기가 십분
실려 있다.12)

이처럼 선생은 조선불교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 2958회의 맹세대로 해방 공간

에서 불교혁신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결과는 부세모리(附勢謀利)하는
기득권 승려들의 강고한 벽과 좌경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
두지는 못하였다.

좌불난석(坐不暖席)의 선생은 본령(本領)인 불교서지학에 대한 연구는 잠시 뒤

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1949년 7월, 동국대 교수인 조명기와

함께 사재(私財)를 털어『원효대사전집』의 간행에 착수, 1950년 2월 드디어 전
10책을 유인본으로 완간하였다.

12) “부처님의 본원(本願)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건지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화의 대상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는 어떤 일부 계급을 한정치 않고 항상 대중을 본위로 삼는 것이
다. 승가야(僧家耶)란 대중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받드는 대중이 화합하여
정진하는 곳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물론하고 그 문화가 약진하며 그 국토가 정화(淨
化)ㆍ미화(美化)하였다. 우리 나려(羅麗)의 찬란한 문화와 그 통일 대업이 오로지 불교의
힘이 아니었으며, 국난(國難)이 있는 때마다 민중의 선두에 나선 이가 우리 선덕(先德)들
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법구생폐(法久生弊)로 우리 교단도 지금에 와서는 여지없이 부패
한 일 이루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우리는 현 교단을 혁신하여 대중불교를 건설하기
로 나섰노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대중에 있다. 교화(敎化)는 깊고 좁은 것보다 옅
더라도 넓은 것을 취하리라. 넓기만 하면 자연 깊은 곳도 있게 된다. 넓은 태평양에는 옅
은 곳도 적지 않다. 대중불교가 서는 날에야 대혜(大慧)ㆍ대력(大力)이 나게 된다. 법문
(法門)이 심심미묘하다고 해서 신비하거나 기이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 운수반시(運水搬
柴)하는 이외에 무슨 별법(別法)이 따로 있으랴. 누구나 믿게 되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평범성과 보편성을 가진 것이 불조(佛祖)의 정법(正法)이다. 우리는 교화의
모든 방편과 온갖 형식을 될 수 있는 한 현대화하여 간소화하고 생활화하여야 한다. 그
래야 우리의 전 생활을 불교화할 수 있고, 이 강산의 전 국토를 불국화할 수 있을 것이
다. 교정(敎政) 운영의 문호는 사부대중(四部大衆)에게 다같이 개방하여 전 교도 각자로
하여금 호법(護法)의 책임을 분담케 하리라. 이로부터 송풍나월(松風蘿月)에서 독각자리
(獨覺自利)하던 소승행(小乘行)을 청산하고, 홍진세파(紅塵世波)에 뛰어들어 수순중생(隨
順衆生)해가면서 몰아이타(沒我利他)하는 대승법(大乘法)을 행하리라. 그러나 그 한편에
계정혜(戒定慧)를 애써 닦는 참다운 승단(僧團)이 한층 뚜렷이 출현할 것은 물론이다. 구
업(口業)으로만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부르지 말고, 발고여락(拔苦與樂)하는 사섭법(四攝
法)을 신업(身業)으로 실행하자. 그리하여 세간과 출세간이 둘 아닌 묘법(妙法)으로 암흑
과 고통 없는 광명국토를 세우자. 일체 평등한 정법으로 진여(眞如) 무차별한 균등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작은 기관지로써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현 교단을 분쇄하는 원자탄으
로 삼으며, 새 나라의 초석(礎石)이 되고 새 세계의 지침(指針)이 될 대중불교를 건설하
는 여의주(如意珠)도 지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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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생은 1949년 온문사에서 이병도(李丙燾) 선생의 추천을 받아『조선사
정해』를 내어 당시 제대로 된 국사과목 참고서에 대한 일반인의 갈증을 풀어주

었으며, 각종 수험 준비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낙양(洛陽)의 지가(紙價)
을 올린 바 있다. 이 책은 같은 해 박영사에서『국사정해』라는 서명으로 증보

판이 간행되었으며, 1974년까지 동문사, 정연사, 박영사, 태성사 등에서 판을 거

듭하였다. 더구나 선생 피랍 후인 1953년에도 동문사에서 선생 명의로『동양사
정해』라는 참고서가 간행되었으니, 그 성가(聲價)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케 한

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각 분야에 걸쳐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주요 문화재와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음은 물론, 숱

한 국가의 동량(棟樑)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피난길에 불귀(不歸)의 객

(客)이 되었으며, 허망한 사상 다툼으로 유명(幽明)을 달리하였다. 개전 4일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의 인민군은 이른바 '모시기공작'을 개시하여 상해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당ㆍ사회단체의 저명인사, 종교ㆍ문화ㆍ예술계의
주요 인물들을 차례로 연행 체포하여 북으로 끌고 갔다. 서지학계 및 도서관계

에서도 김진섭(당시 46세.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김구경(51. 서울대 중앙도서관

부관장), 이재욱(46. 국립도서관장) 및 선생(47) 등이 납북되었다.13)

1945년 7월 13일 아침 9시 35분, 선생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37번지 자택

에서 국립도서관 직원을 앞세운 북한 내무성 정보국 요원들에 의하여 피랍되었
다. 피랍 후 선생의 소식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한때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에
근무하였다는 풍문이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선생 개인으로 보나 한국 도서

관계 전체로 보나 한창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던 시기에 선생의 꽃다운 이름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렇게 잊혀져간 것이다. 슬하에 7남 1녀를 두었으나, 2남

과 3남, 4남은 일찍 여의었으며, 부인은 1973년 4월 이산(離散)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13) 역사산책편집부,「(발굴자료)6ㆍ25 피납치인사 명부」,『역사산책』제10호(1991. 6)
pp.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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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오는 글
선생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원종린은, 선생의 도서관인으로

서의 업적으로 1)조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 사안 발표, 2)국립도서관 개관, 3)

조선국립도서관협회 조직, 4)문헌수집대 조직, 5)법률도서 이관 반대운동, 6)사서

양성교육, 7)초등학교 도서관교육, 8)동국대학 강사(도서학 강의), 9)조선서지학

회 창립, 10)조선십진분류표 편찬, 11)조선동서편목규칙 편찬 등을 열거한 뒤, 그
업적 속에 나타난 인간상을 통해서 그의 도서관사상을 1)민족의식, 2)사명감, 3)

책임감, 4)단결과 통일의 의지, 5)앞날을 내다보는 지향성, 6)면밀주도성, 7)조화

의 미14)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박희영은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 내지

는 도서관학자로 이재욱과, 박봉석, 김진섭의 3인을 들고, “이 세 분들 중에서도

특히 박봉석 선생의 공로는 공로 이상의 일을 남겨 놓았다”15)고 하면서 “1945년

8월 15일로부터 1950년 7월 13일 선생이 납북되던 날까지 만4년 11개월이란 짧
은 시간에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을 남겨 놓았다”
며 그 초인적인 성과에 경탄하였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국제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납북 인사의 생

사를 확인하는 사업을 벌였다.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으

로 ‘실향사민(失鄕私民)’ 신고를 받은 결과 총7,034명(그 중 서울 2,199명)의 명단

을 확보, 이 명단을 북한 적십자사에 전달하였으며, 그 이듬해 10월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린 적십자국제회의에서 그 중 1차로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통보 받은

바 있다.16) 그러나 그뿐, 북한의 무성의로 납북자 문제는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다시 잊혀졌으며, 여전히 그들의 가족은 납북자 가족이라는 슬픈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감시와 불이익을 감내하여야만 하였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이들 납북자 문제는 한국전쟁 중의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달

빛 아래 움츠렸던 그들이 햇볕 아래 떳떳이 나서는 날은 과연 언제쯤이나 오려
는지….

그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경내에 선생의 동상이 세워지고, 한국도서관협회에

서 용재상(榕齋賞)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

14) 원종린, 앞의 글 p.51
15) 박희영, 「한국의 도서관과 박봉석」, 『도서관』23권 5호〔통권127호〕(1968. 7ㆍ8합)
p.13
16) 역사산책 편집부, 앞의 책 p.79

도서관 Vol.56 No. 3(2001년 가을호)

115

<박봉석 선생 저작 연보>
1925. 2.「신녀(信女)의 노래」(朴泳洙)17)『불교』제8호 p.78. ;「표충사(表忠寺)
의 밤」(ㅂ생). p.79

1928.「옛날의 꿈」(載藥山人).『일광』제1호 pp.36-37. ;「가을 삼제(三題)」제하
(題下)에 시「표충(表忠)의 밤」․「추야(秋夜)」․「달아!」. pp. 44-45

1929. 9.「금붕어」(嶺南生).『일광』제2호 pp.78-79

1931. 3.「여중잔편(旅中殘片)」제하에 시「세우장제(細雨長堤)」ㆍ「이국(異國)
의 심사(心思)」ㆍ「귀로(歸路)에서」.『일광』제3호 pp.99-100

1933. 8.「고려대장경판의 연구(1)」.『조선』제190호 pp.68-72
1933. 9.「고려대장경판의 연구(2)」.『조선』제191호 pp.64-77

1933. 10.「고려대장경판의 연구(3)」.『조선』제192호 pp.28-42
1933. 11.「고려대장경판의 연구(4)」.『조선』제193호 pp.14-22

1933. 12.「보아라! 교우의 근황 들어라!! 교우들의 절규’ 설문 응답」.『일광』제
4호 p.61

1934. 1.「고려대장경판의 연구(5)」.『조선』제195호 pp.39-50

1934. 1.「나의 과거와 신앙 - 조선총독부도서관 제22회 독서회 발표문 요약」.
『조선지도서관』3권 1호 p.23

1934. 6.「의천 속장의 현존본에 대하여」.『조선지도서관』3권 6호 pp.31-38

1934. 12.「’교우의 근황과 소감’ 설문 응답」.『일광』제5호 pp.35-36

1935. 3.「고려장 고종판의 전래고」.『조선지도서관』4권 3호 pp.4-11

1936. 10.「『불조삼경주』해제」.『문헌보국』2권 3호 pp.20-21
1936. 4.「경전 전수 소고」.『문헌보국』2권 4호 pp.24-27
1938. 5.「지방도서관에」(榕齋).『문헌보국』4권 5호 p.1
1939. 11.「독서보급운동」.『문헌보국』5권 11호 p.1

1938. 8.「대장경의 목록과 그 분류」.『문헌보국』4권 8호 pp.6-28
1940. 2.「청구승전보람(1)」.『불교』신제21집 부록(pp.1-12)

1940. 3.「문제의 문제 : 3월 교무원 평의원회의를 앞두고」.『불교』신제22집

pp.2-3. ;「봄의 진리」(박꽃). pp.16-17. ;「청구승전보람(2)」. 부록

(pp.13-20)

17) 논제 뒤 괄호 안의 인명 표기는 발표 당시 선생이 사용한 박봉석 이외의 명의(名義)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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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5.「청구승전보람(3)」.『불교』신제23집 부록(pp.21-28)

1940. 6.「청구승전보람(4)」.『불교』신제24집 부록(pp.29-36)

1940. 7.「대장의 명칭 유래와 그 통섭」(朴華).『불교』신제25집 pp.19-23. ;「청
구승전보람(5)」. 부록(pp.37-44)

1940. 9.「청구승전보람(6)」.『불교』신제26집 부록(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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