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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이제 도서관은 재래 방식의 정보서

비스만으로는 정보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간의 정보.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학술 및 연구정보에 종전보다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은 기존의 정보서비스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지 않는 한 도서관으로서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정보 이용자로부터 점차 외면 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자체

가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재정 위기로 야기된 체제. IMF
의 영향으로 학문연구와 연구개발활동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의

경우 외국 학술지의 구독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전문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교육 연구환경은 점점 더 열악한 실정이다.ㆍ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서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

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동질성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한 소장정보의 공동활,
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형성한 협력상황은 형편상.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수작업에 의한 한계성 그리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학술지 데이터베이

스 구축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지정된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학술지공동

활용협의회 의 결성과 공동활용 시(KORSA : 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년 현재 단계 사업으로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2001 4
공유 시스템과 원문 이미지 전송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
는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의 결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여타 정보공동활용 협력체제의 성공적 모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학술정보 공동활용의 필요성2.

도서관 환경2.1
학술지 중복 구독 실태2.1.1

우리 나라에서는 각 도서관별로 외국 학술지 구입을 위하여 매년 억원 이상4
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중복 구독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도서관별 외국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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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중복구독으로 인한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년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립 및 사립대학 개 도서관의 년도 외국 학술지. 5 1999
구독내용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중복률 약 총 중복 구독금액은 무, 50%,
려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당 년간 평균 억원에 해당20 . , 4
하는 학술지를 타 기관과 중복 구독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 있는 개의 대, 182
학 전체를 고려한다면 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중복구독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

실이다.
또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주축의 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외국 학KORSA
술지를 종 이상 구독하는 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복 구독률을 조사한 결과100 43 ,
총 종 중에서 단독으로 구독하는 학술지는 종에 불과하고 평균16,184 2,631

의 학술지를 중복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3.74% . < 1>
또 다른 상황에서의 중복 구독현황을 보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구독하는 과,
학기술분야 외국 학술지 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를 가100
장 많이 구독하는 국내 주요 대학과 비교한 결과 표 와 같이 중복 구독하고< 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학술지 중복구독률< 1> 1

구 분 외국학술지 구독 종수 단독 구독 종수 중복 구독률 (%)
기관 1 786 132 83.21
기관 2 431 57 86.77
기관 3 607 107 82.37
기관 4 208 22 89.42
: : : :

기관 42 385 59 84.68
기관 43 800 136 83.00
계 16,184 2,631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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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술지 중복구독률< 2> 2

구 분 중 복 률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52 %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61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49 %

평 균 53 %

수작업에 의한 공동활용 체제의 문제점2.1.2
도서관에서 외국의 전문 학술지가 정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위기로 연유된 체제에서의. IMF
환율급등 기관별 도서구입 예산절감 및 구독료 인상 등으로 구독중인 학술지의,
대폭 축소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질성간 또는 지. ,
역별로 학술지 공동활용을 위한 몇몇 협력기구가 형성되었으나 수작업에 의한,
운영체제로 인하여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1]
있으며 실제적인 정보공유나 분담구독 체제의 정착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첫째 이용자는 타 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타 기관에서 구입한 학술지,
목차의 복사물을 보고 원문복사를 신청해야하며 둘째 도서관에서는 회원기관의, ,
소장사항을 파악한 후에 수작업으로 원문복사를 신청해야하며 셋째 복사물 도, ,
착시점까지 업무처리에 관한 현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넷째 담당직원의 부재나 업무과다로 인한 기피 그리고 우편발송 지연 등으로, ,
인하여 원문 확보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원문의 확보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이용자는 원문이용에 대한 불만이

자연적으로 고조된다 이는 분담구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각 기관에서는 외.
국 학술지의 독자적 재구독 현상으로 이어지며 도서관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
보활용 기대치에 못 미치게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다 결과적으.
로 시스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고 서비스의 내용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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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술지 수작업 공동활용 체제의 업무 흐름도[ 1]

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2.1.3
과거에는 이용자가 소속 도서관이나 인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자료를

획득하거나 도서관 사서에게 의존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
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

득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사서에 의한 정보입수 의존도가 갈수록 낮,
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관이 기존의 정보제공 서비스.
방식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도서관의 위상약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정보 이용자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이 소장정보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도서관들이 보유한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
망하고 있다 또한 정보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소재파악과 더.
불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
보 이용자의 정보요구 패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문Know-Where ,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정보를 소장한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영역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어야 하는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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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의 당위성2.2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란 외국 학술지의 공동활용에 관심 있는 기관간에 상

호 이용협정을 체결하고 회원 기관별로 중복 구독하는 학술지 현황을 조사하여, ,
공통적으로 구독하는 학술지는 개 기관만 구독하고 나머지 회원기관은 그 학1 ,
술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기관별 예산의 조달과 구독업무 등은 각 기관의 기,
존 체계에 따르고 합의에 따라 구독하는 자료 전체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체,
제를 말한다.

년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세계 경쟁력이 위 수준에 불과한 우리 나라에2001 28
서는 선진 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가 교수 학생 및 연구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에 각 대학 연구소 등의 도서관 자료실 에서는 매년 자료구입 예. , ( )
산의 최고 이상 평균 억원 이상을 외국 학술지 구독료로 지불60 70%( 90% ), 4∼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 학술지의 효율적 공동활용 시스템이. ,
없어서 각 도서관별로 필요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많은 외화를 지불하고 구. 'A'
독하는 동일한 학술지를 인근의 도서관에서도 중복 구독하는 것이다, 'B' .
외국 학술지의 공동활용 체제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중복구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외에도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크다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주장하고 있

다 첫째로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 도서관의 한정된 정보만 활용하고 인근. , ,
지역 도서관의 소장자료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즉 고가로 수입된 자료,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그것이다 두번째는 그로 인하여 국내 과학. ,
기술자들은 선진국의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원문(Full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검색 및 원문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비Text)
용 면에서 이중 낭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외국 학술지.
공동활용 체제의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와 선진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장차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정보 종속국,
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 우리 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전,
문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술지 공동활

용 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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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3. KORSA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3.1
미래의 과학기술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급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고등교육ㆍ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국가과학기술의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년 월 일 특별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되1993 8 5 ,

었고 동년 월 일에는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월 일에 광주광, 10 6 , , 10 11
역시 소재 첨단과학산업단지내의 부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년 첫 입. 1995
학생으로 석사과정 명을 선발함으로써 차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연구중심 대180
학원으로서 미래를 향한 창의적 과학기술 요람인 광주과학기술원이 탄생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서 박사과정 명 석사과정110 ,
명 총 입학 정원 명과 교수 명 전임교수 명 객원교수 명 으로180 290 150 ( 85 , 65 )

구성된 교육기관이다 년 월 현재의 학생 총원은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2001 7 360 ,
명으로서 명이 재학하고 있다 교수 학생비율 외국인 교원을369 729 ( : = 1 : 4.8).

포함한 교원의 자질로는 전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정평있는

학술지에의 연구논문 게재 편수와 연구과제 수탁실적3) 또한 우리 나라 전체 대

학 중에서 최상위 이내로서 매우 탁월하다5% .
이 대학의 도서관은 설립 초기 산학협력4)에 의한 도서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과 더불어 후발 대학으로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눈부신 활동과 발전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혜택의 결실이라고도 하겠지만 도서관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헌신적

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인력부족의 취약점은 정부지.
원자금 국가과학기술정보화 공공근로사업비 을 활용하여 위촉연구원 계약제 연( ) (
구직 채용으로 극복하고 정보부족의 취약점은 자관 정보의 적극적인 대외 공) ,
개와 서비스를 매개로 타 기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극복하였다.

3) 년 기준 교수 인당 논문발표 편 논문발표 편 인당 연구 수탁고2000 - 1 12.5 , SCI 3.1 , 1 2.4
억원 인당 특허 출원 건, 1 1.7

4) 년 월 삼성전자 주 미르테크와 산학협력 사업으로 도서정보관리시스템1998 11 , ( )
을 개발하였음(SLIM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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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는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신학술지 목차 무료1998 7 E-mail「

제공 시스템 을 개발하여 교수 학생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

또한 그림 과 같이 년 월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터넷 기반[ 2, 3] 1999 10 「

외국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5)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국가정보화1998 2000 3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총 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 회원도서관 정보자27 98 (
료실 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해외학술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으로)
회원기관은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도 서비스하고 있다.

의 결성3.2 KORSA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학술지

공동활용 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보화사업의 제 차 연도인 년1 1998 ,
억원의 자금으로 자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의 소장사항 결호사항 권호 정3 , ,
보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차 연도인 년에는 억원의 예. 2 1999 9
산으로 주요 협력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협의에 의해 선택된 주요 개 기관의50
소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렇게 협력체 구성을 위한 기반 작업에 착.
수하고 그 작업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본격적으로 회원기관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국, . 80
여개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년 월 일 광주. 2000 1 13 ,
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학술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분

담수서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절약과 학술지 구독 종수의

확장이라는 명분하에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 KOrea Resource Sharing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년 월 현재 서울Alliance) . 2001 8

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개 회원기관을 확보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98 ,
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기관간 학술지의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② 목차 초록 데이터의 입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
③ 회원기관간 업무협조 및 정보자원의 상호이용

④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등이다.

5) 산학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도서정보관리시스템 을 기초로 광주과학기술원(SLIMA-ST)
도서정보센터가 개발을 구관하여 발주하고 주 미르테크가 용역 개발한 학술지 공동활용(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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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3.3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회원기관간의 분담수서를 통하여[ 2] KORSASMS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각 기관이 중

복으로 구독하는 학술지는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한 기관만 구독하는 방침을 확

정하였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잇는.
모든 학술지를 기관별로 분담하여 정확한 소장사항은 물론 결호사항과 목차 그,
리고 초록을 입력토록 하였다.
입력된 모든 정보는 목차의 경우에는 필요한 회원기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각 회원기관에 속한 이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요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고 복사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신청된 복사 요구사항은.
협의회 활용을 목표로 개발된 공동활용 시스템에서 특정기관에 집중적으로 부담

이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분산하여 원문소장기관으로 신청된다 이렇게 신청된.
요구사항은 신청자의 요구에 따르거나 제공기관의 형편에 따라 각각 우편이나

또는 로 전송하고 있다FAX E-mail .

그림 학술지 온라인 분담수서 시스템 체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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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터넷 기반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3]

다시 말하자면 는 기반 외국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을 활KORSA Internet「 」

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3] .
즉 회원기관에서는 소장 학술지의 소장정보를 비롯한 목차와 초록을 입력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입력된 데이터를 자관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도 있다 스캔한 원문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관의 이.
용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간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

로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서비스를 질적으로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
회원기관에 속한 과학기술 연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국내 연구자들은 학

술지 목차와 초록 검색을 통하여 회원도서관 전체의 소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은 인터넷으로 원문을 요청하면 최첨단 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속하게 원문을 입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정착되면 이용자들은 모.
든 회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정보자료 획득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실질적 혜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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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과 발전방향4. KORSA

공동활용 시스템의 개요4.1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에서는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도서정보관리 소프

트웨어인 를 협력체제 운용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아서 기SLIMA-ST Internet「

반 외국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을 완성하였다 즉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 ,」

터는 학술지 목차 및 초록 입력 소프트웨어 회원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검증용 작업량 관리 소프트웨어 학술지 분담구독 및 공동활용 소프트웨어S/W, ,
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으로 목차 초록의 공동입력 및 활용에 필요한 소, ,
프트웨어와 인터넷으로 검색 복사신청 원문 송 수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 , ㆍ

발도 완료하여 회원기관에게 무료 제공하여 학술지 정보를 쉽게 공유KORSA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회원기관의.
소장정보를 공동으로 입력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충실하게 구비하였으며 선별 모집된 회원기관을 위한 데이터

입력과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회원도서관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보면 각 회원기관은 책임구독 학술지가 입,
수되면 그 자료에 수록된 논문의 제목 저자 초록을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 ,
터의 메인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동으로 입력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선 회. ,
원기관별로 분담구독 해야하는 학술지를 확정하고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인력으,
로 회원기관별 분담구독 학술지의 목차 초록 소장사항 결호사항 등을 인터넷, , ,
으로 입력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모든 정보자료는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
센터의 메인 서버에 축적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각 회원기관의 이용자가 메인 서

버에 있는 목차와 초록을 검색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학술지 원문은 협의회

에서 각 기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스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각 회원기관은 공동으로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골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각 회원기관의 환경에 맞춰 자.
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별도의 이용자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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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국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사 신청한,
원문을 당일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로 제공함으로써 회원기관의 소장자료E-mail ,
를 자관 자료처럼 신속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확장하였다 즉 일반이용자는. ,

을 통해 각 회원기관에서 입력한 내용을 검색하고 원문 이 필WWW , (Full Text)
요할 경우 해당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회원기관에게 화면에서 원문배달WWW
방법을 선정한 후 원문복사 신청을 한다 각 회원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원문.
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로 발송하거나 우편 등 이용자의 요구형태에E-Mail , Fax,
따라 배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자는 각 회원기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학술.
지를 으로 이용하고 원문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서 모든 회원기관의 자WWW ,
료를 자기 기관의 자료처럼 이용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역 및 이용자 서비스4.2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역4.2.1
는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의 중심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SA (KISTI)6)

에서 수행하는 국내 학회지 석 박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인력DB, DB, DB,ㆍ

정보 과학기자재 과학사실정보 와는 결코 중복되지 않으며 전자저DB, DB, DB ,
널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해외 출판사로부터 유상으로 도입하여 국내 연구자들에

게 제공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의 전자저널 와는 달리 순수하게 국내(KAIST) DB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외국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국가정보화 공1998 2000 3
공근로사업을 통하여 개의 회원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분야 학술98
지 정보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지 않은 한국과학기술원,

과 포항공과대학교 가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KAIST) (POSTECH)
정보는 광주과학기술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부분적

으로 도입하여 보강하는 등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종의 외국 학, < 3> 16,740
술지 서지 데이터에 대하여 국제표준서지 데이터 기술 형식에 적합한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만건의 소장사항 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완. 780
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년 월 현재 외국 학술지 목차 데이터베이스는 국. 2001 8
내 최대 규모인 건을 상회하고 있다10,500,000 .

6) 년 월 일부로 연구개발정보센터 와 산업기술정보원 이 통합되어2001 1 1 (KORDIC) (KINITI)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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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 3>

데이터베이스 종류 데이터베이스 량 비 고

학술지 서지 DB 종16,740
회원기관KORSA

소장 학술지 중심
학술지 소장정보 만건780
목차 초록, DB 만건1,050

이용자 서비스 현황4.2.2
년 월 일 창립총회이래 이용자는 급속도로 증가되었다2000 1 13 , KORSA . 2001

년 월 현재 전국의 과학기술자 약 여명이 를 등록하였으며 정보검색7 , 14,000 ID ,
을 위하여 월평균 만회 이상 접속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동16 . KORSA

를 통하여 신간 외국 학술지의 최신 목차를 형태의Push-Service(SDI) HTML
로 매주 약 명에게 월평균 건을 서비스함으로써 표 우리E-mail 1,500 , 14,400 < 4>

나라 과학기술분야 최대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표 이용자 서비스 실적< 4>

서비스 종류 실적 건( ) 비 고

등록 건수ID 14,000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 서비스

년 월 일에는 일일 최2001 7 19※

대치인 회의 검색조회13,959
로그가 기록됨

월 평균 검색 건수 160,000
월 평균 서비스 건수SDI 14,400
월 평균 원문제공 건수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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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추진 방향4.3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는 년 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보2001 4
하기 위하여 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KORSA .7)
이 보고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년간 학< 5> 3
술지 목차와 초록 그리고 원문의 점차적 확대 구축과 원문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ASP(Application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핵심 학술지 원문Service Provider) .
데이터베이스 종에 대한 년분을 확보하여500 7 8) AIB(Academic Information

즉 학술정보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Bank) , .

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5>

연 도 주 요 사 업 내 용 비 고

년도2001
학술지원문 종 년분 구축- DB 70 7
학술지 목차 초록 만건 구축- ( )DB 110
원문 공유 시스템 개발- DB
기관간 시스템 및 공동활용 추진- DB

- AIB(Academic
Information Bank)
초석마련

년도2002
학술지 원문 종 년분 구축- DB 180 7
학술지 목차 초록 만건 구축- ( )DB 150
소장자료의 시스템 개발- ASP
정보공유활동 지속-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지 분야의

Application Solution
제공 시스템 개발

년도2003
학술지 원문 종 년분- DB 250 7
학술지 목차 초록 만건 구축- ( ) DB 150
소급지 구축 완료- (Back Issue) DB
정보공유활동 지속-
학술지 사업 지속- ASP

학술지 원문 종- DB 500
년분 확보7
학술지 목차 초록- ( ) DB

만건 확보2,000
학술지 공동활용 체제-
정착

7) 년 월 일 과학기술부 년도 사업추진 경과평가 및 년 사업계획 발표2001 4 18 , - 2000 2001
8) 등 정보유통 관련기관과 공유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며 이용률이 높은 학술지KISTI ,

종 중에서 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자저널 콘소시움 서비스로는 제공되지 않1,500 KAIST
는 종의 외국 학술지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종을 선정하여 년부터 년간에850 500 2001 3
걸쳐서 년분을 수급하여 구축한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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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공유 방법으로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6> Site Link, Z39.50
의 제공 또는 가공제공 등에 대하여Protocol Search, Meta Search, Raw Data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적절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문공유의 경우에는 전. ,
국에 산재한 외국 학술지를 단 회의 검색절차로 원문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1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문 다운로드 환경설정 각 기관별. , IP

범위관리 시스템 이용자의 별 기관명 관리 등의 사용환경Address , IP Address
설정과 원문 입력대상 학술지와 입력 년도의 지정 각 기관별 입력 대상 연도,
지정 그리고 관리직원용 이미지 뷰어를 개발하는 등 작업대상 타이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정보공유 방법< 6>

유 형 내 용 장 단 점

Site Link 홈페이지에 타 의 주소 표기Site 가장 기본적인 방법-
Z39.50 Protocol
Search

타 에 검색어를 보내고Server
그결과물을 재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처리속도가 느려서 이용률-
저조

기관간 협의후 쉽게 구현-

Meta Search
각 별 검색방법 분석후Site
이용자 검색어를 가공하여 각

에 보내고 그 결과물을Site ,
이용자에게 제공

최근 활용 증가-
분산 구축 및 특화- DB
가능

제공Raw Data 각 기관에서 필요한 Raw
를 다운로드하여Data Localize

해당기관의 전산능력-
부족시 활용제한

Raw Data
가공제공

이용자 서비스용 웹 문서와

를 동시에 각 기관에Raw Data
자동 발송

각 기관에서 쉽게 활용-
가능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하려면 저

작권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의 문제점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협의회 전용의 이미지 뷰어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를 스캔하여 을 적용 자동으로 색인이. OCR ,
생성되도록 할 계획이고 협의회간 전국적인 원문활용을 위해 송 수신용 소프, ㆍ

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존 만건의 목차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원문활1,000 ,
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입력내용을 검증하거나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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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종 근거자료를 총괄하는 통계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히스토리나 다운로드 대상을 선정하여 원문이나 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중이다.

영속성 및 일관성 유지 방안4.4
일반적으로 상호협력을 하기 위한 협의체는 특별한 관심이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일부 중심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기관들은 별도의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속성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일반 회원들은 시.
스템의 확신성과 기동성에 매우 민감하다 즉 주문에 대한 결과나 응답이 늦다. ,
든지 시스템 에러에 의한 사용 불능 등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 즉시 협의회 자,
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협력체제 유지 가능성과 지

속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추기관을.
비롯한 모든 회원기관의 상호이해와 헌신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협력체제 운영에 대한 불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협의회 활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몇몇 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제 자의 개입과 더불3
어 제 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도 한가지 대처방안이 될3
수도 있다.
또한 공동활용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는 서버를 비롯하여 풍부한 하드웨어와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꾸준한 확장과 유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코 회원기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기관들이 이러.
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협의회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 것은 자명하다 그러.
므로 중추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요금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양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술원, . S
의 경우에는 요금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제공해 줄 수 있

는지의 여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금에.
매우 민감하다 대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협의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학술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

되어 국가적인 예산절감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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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5.

다가오는 세기는 정보화 지식사회이다 정보화 지식사회에서는 체계화된21 ' '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된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의 선진화가 매우 중

요한 정보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아서 신.
생 대학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성된 의KORSA
헌신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으로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차년도 사업으, . 4
로 추진되고 있는 원문 이미지의 메인 서버 저장 및 자동 포워딩 시스템이 강화

된다면 우리 나라의 학술 및 연구정보의 부족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이러한 명백한 협의회의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
재정지원과 회원기관의 명쾌한 상호협약 준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의 지속성 유지에는 풍부한 하드웨어와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바탕이 되KORSA
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을 흡수 통합하여. ·
국가차원의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인 정보봉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 해외학술지 공동활용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KOR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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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회원기관 명부 년 월 현재< 4> (2001 8 )

지역 기 관 명 지역 기 관 명

서울

(23)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경기

(9)

성균관대학교 과학도서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용인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도서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신대학교 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협성대학교 학술정보원

바이엘코리아

부산

경남

(16)

경상대학교 도서관

배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삼성경제연구원 고신대학교 문헌정보관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숭실대학교 학술정보원 신라대학교 종합정보센터

아태평화재단 연암공업대학 정보문헌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영산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자료실 울산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도서관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도서관

한성대학교 중앙도서관 진주보건대학 정보지원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진주산업대학교 도서관

한화경제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현대경제연구원

대구

경북

(12)

경산대학교 학술정보원

KINS㈜ 경주대학교 도서관

경기

(9)

경원대학교 학술정보원 경일대학교 도서관

김포대학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명지대학교 도서관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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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 관 명 지역 기 관 명

대구

경북

(12)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도서관

전남

(15)

대불대학교 도서관

상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목포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순천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여수대학교 도서관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포항산업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의대도서관

충청

(9)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조선대학교 의대도서관

공주대학 도서관 조선대학교 공대도서관

나사렛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자연대도서관

의학연구정보센터 전자도서관
포스코기술연구소 광양( )
호남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강원

(2)
강원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의대도서관 강원전문대학 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서관
제주

(3)
제주대학교 도서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제주산업대학 도서관

전북

(9)

군산대학교 도서관 제주한라대학 도서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분관 개 기관98
우석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기전여자대학 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한일장신대학 정보문헌관

호원대학교 도서관

전남

(15)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광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광주보건대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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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개발Dublin Core Meta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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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s a variety of information flows out, the notion of the 'Metadata' has
been well known. The Metadata is described using the Dublin Core, which is
the one of the best ways to present it and is applied in many Metadata
ISAR projects.
In this study, it will explain the conception of the Metadata in terms of
how it would be utilized in the Dublin core. It will also describe some
features analyzed through several case studies.
Finally, it will introduce the Meta Editor based on the Dublin Core so that
article data can be easily edited. It will show how the Metadata and the
Meta Editor, the Dublin Core, the RDF/XML are relevantly working in
practice.

1) 인포넷 정보기술연구소 개발팀장TG (sslee@tginfo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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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메타데이터 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가장 간단명료한 답변은“ (Metadata)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메터데이터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네트‘ ’ .
웍 시대를 맞는 순간부터일 것이다 예전부터 인류는 자신들이 생산한 지식과.
정보를 골라먹기 좋은 형태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왔다 네트.
웍이 보급되고 웹을 통해 셀 수 없는 단위의 정보가 쏟아지자 이들에 대한 분류

정리작업은 또 하나의 고민으로 다가왔다.
전에 없던 개념은 아니지만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 부각된 것은 무한히 흘러,’ ’
나오는 네트웍상의 정보들을 이합집산하는 작업도구로서 유용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ISAR(Information Storage And
영역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비단 네트웍 상의 를 기반으로 한 정Retrieval) , URI

보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 디지털자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이제까지 소중히/ ,
여겨온 인쇄매체 자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3)4)
메타데이터를 설명할 때의 또다른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프로파일(Profile)
개념이다.
어떤 정보매체이든 간에 즉 그것이 책이거나 네트웍 상에 떠도는 단순 페이,
지 정보이거나 그것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된다 그들 데이터에 대한.
또 하나의 축약 데이터로서 이러한 프로파일 개념은 기업들이 가진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한 과정에 주로 애용되어 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메타데이터는ISAR . ,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이다 책에 대한 비블리오그래피 배우에 대한 필모그래. ,
피 인생에 대한 바이오그래피와도 같다, .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분야에서는 다양

한 포맷의 정보기술방식을 제안하여 왔다 더블린 코어 는 그런 메‘ ’ . (Dublin Core)

3)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도서관의 책에 대한 서지를 포함하여 네트웍 시대,
에 있어서는 인쇄매체 전자매체를 막론한 전 자료 및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이며 내면적, ,
의미로는 전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네트웍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을 기술“ ,
한 데이터 로 쓰이기도 한다 이상철 를 응용한” .( ,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메타데이터의 연결”, http://dewey.yonsei.ac.kr/metadata/reports.htm, 1998.)

4) 웹페이지가 억개를 훨씬 웃돌면서 이제 기존의 링크개념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10
정보검색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웹페이지 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URL)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메타 는 한차원 높은 논리가 있는. (meta) “ "
이란 뜻이 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다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
예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들 수 있다 도서목록에는 책 제목과 글쓴이 출판사. ,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책 내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책 자체에.
대한 정보다 이처럼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가 바로 메타데이터다 한국경제.” ( ,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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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에 대한 포맷 중의 하나이며 메타데이터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
이제껏 우리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이외에 더블린 코어와 같은 메터MARC
데이터 표준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훌륭한 메터데이터 기술? MARC
방식으로서 도서에 대한 서로게이트 대용물 역할에 충실했다 수많은 태그와 식( ) .
별자로 서지정보를 정교하게 기술해 내었다 그러나 에 대한 몇 가지 아. MARC
쉬운 점들이 부각됨으로써 더블린 코어와 같은 다양한 메타데이터 포맷이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라는 훌륭한 포맷이 있는데 굳이 메타데이터라는 새로운MARC ,
기술방식들이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은 태그의 반복과 확장이 자유스럽지 못한 경직성이 있다, MARC .
둘째 네트웍 시대의 각종 디지털 자료의 메타데이터화는 예전의 서지표현과,
다르므로 자료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그 표현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 .
셋째 네트웍상의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호환을 위해 메타데이터 기본구조는, ,
되도록 단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경제적이다, .5)
다섯째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이외의 다른 방식 엄격히 말하면 과 같은 정MARC , MARC
교한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메타데이터에 의한 기술이 요구되었,
고 이를 위해 각종 메타 편집기가 만들어졌다, .

본 논문은 인포넷과 이화여대 도서관이 협력하여 수행한 이화여대 전자도TG “
서관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개발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기반” (Dublin Core)
의 메타 편집기 를 중심으로 개발과정에서 검토되고 분석된 개념(Meta Editor) , ,
설계내용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메타 편집기의 주된 용도는, .
기사색인시스템 모듈의 주요 도구로서 연속간행물이나 기타 정보원에 수록된,
기사 단위의 자원에 대한 색인정보를 기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article) , .

5) 경제성의 근거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도서관에서의 기존 편목기술 사용 작업 가격. ( )
최근 제안되는 웹상의 편목기술 사용 작업 가격 출처: $10.00/record, ( ) : $0.001/record. (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 ”, www.miryang.ac.kr/ sklee/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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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프로젝트2. Dublin Core

2.1 Dublin Core
더블린 코어 는 와(Dublin Core)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의 지원아래 분산된 정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er Application) ,
보자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도서관 관련 연구자와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견,
을 수렴하여 네트웍 환경 기반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새로운 메타데이터 표현,
기준이다.6)

년 월에 미국의 더블린 에서 개의 가장 기본적인 엘리먼트1995 3 (Dublin) 13 7)로
구성된 초안을 제안하였고 그 후 년 월에 더블린 코어 차 웍샵을 통해, 1994 4 2
개의 기본 엘리먼트가 결정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더블린 코어 엘리먼트 체제15 .

의 근간이 되고 있다.
더블린 코어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단순하고 개의 기본 엘리먼트, 15 (Basic

로부터 자관의 사정에 따라 상세 수준으로까지의 확장사용이 가능하Elements)
다 또한 더블린 코어가 메타데이터 기술 포맷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유연함으.
로 인해 네트웍상 자원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표현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더블린 코어는 네트웍 자원에 대한 효과적 기술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도서관에 적합한 형태이며 구조의 단순 유연함으로 데이터 구축이 용이,
하고 검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엘리먼트라 함은 가장 근저가 되는 항목명이라는 뜻이므로 충분히 이들

을 바탕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더블린 코어 자체가 항목의 개수와 표현을 제한,
하는 기술방식이 아니므로 제 로 항목을 창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16, 17
한다.

표 더블린 코어의 기본 개 엘리먼트< 1> 15

엘리먼트명 설 명                  
TITLE 서명 표제 제목, , .
CREATOR 또는 저자 화가 사진작가 등도 포함Author. , , .

6) 김태수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 (Dublin Core) ”,
http://dewey.yonsei.ac.kr/metadata/presents.htm, 1998.

7) 도서관의 서명 저자와 같은 서지 데이터 요소에 해당E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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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먼트명 설 명                  
SUBJECT 또는 주제 분류표에 의한 값Keywords. ,
DESCRIPTION 기술 주기사항 정보 자료에 대한 문장형식 기술 초록, , / .
PUBLISHER 발행사 출판사 자원제작기관, ,
CONTRIBUTOR 에 포함된 인물 이외의 관련 인물이나 단체Creator
TYPE 유형 범주 장르 혹은 정보내용의 형식(Resource Type). ,
DATE 출판년도 제작년월일,
FORMAT 물리적인 형식 파일형식이나 형태사항. . Text/html, ASCII,

200page-25cm-350g
IDENTIFIER 고유식별자 등. URI, ISBN, ISSN, SICI
SOURCE 현 정보자료의 출처 정보원.
LANGUAGE 기술된 언어

RELATION 자원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표현 등. Version, Part
COVERAGE 해당 정보자료에 취급된 지역이나 시대. Place, Period
RIGHT 판권사항이나 해당정보 권한 저작권.

이 개 기본 엘리먼트 외에도 엘리먼트를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할 수 있15
다 기본 엘리먼트를 세부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기 위해 더블린 코어의 두가지.
한정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타입 한정어(Identifier) . (Type Identifier)
와 스킴 한정어 이다(Scheme Identifier) .8)

8) 더블린 코어는 개의 기본항목 외에 자관의 필요시 적절한 타 항목을 개설하여 쓸 수15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각 요소의 내용을 로 표현하는 것이 가freetext
능하다 표현용이 그러다보니 자연히 검색 노이즈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단점( ). ,
을 승화하기 위해 각 요소 하에 서브요소 인 한정어들을 마련하고 그러한(sub element) ,
한정어인 스킴과 타입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표현하여 검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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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라는 엘리먼트는 기본적인 표제를 나타내지만, ‘TITLE’ , ‘TITLE’
엘리먼트의 위치상 하위 엘리먼트라 할 수 있는 번역표제라는 항목이 필요하다‘ ’
면 라는 타입 한정어‘TRANSLATED’ 9)를 통해 엘리먼트를 확장사용할 수 있다.
스킴 한정어10)는 엘리먼트에 대한 값을 입력할 때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준,
거가 되는 외부 표준명이나 체계표명이다 예를 들면 편목시 표제에 대해 기술. ,
할 때 에 의거 표제를 구현했다면 사용된 엘리먼트는 이고 이때KCR3 ‘TITLE’ ,
사용된 스킴은 가 되는 것이다 주제를 표현할 때 라는 엘리‘KCR3’ . ‘SUBJECT’
먼트를 사용하여 라는 값을 표현했을 때 이것이 에 의거한 값이라‘345.54’ , DDC
면 스킴이 요 에 의거한 값이라면 스킴이 가 되는 것이다DDC , KDC KDC .
위와 같은 원리로 더블린 코어는 차적으로 근간이 되는 기본 엘리먼트들과1 ,
그 기본 엘리먼트들의 하부계층 개념을 표현하는 타입 한정어 실제 데이터값으,
로 들어가는 내용의 기준 혹은 준거 이 되는 스킴 한정어를 적절히 확장 사용함( )
으로써 데이터 구축 목적에 맞는 데이터 기술 포맷을 유연성 있게 창출할 수가

있다.
또한 더블린 코어라는 메타데이터 기술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편목활동에 있어 국내에서는 비교적 덜 활발한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직접 이를,
적용한 대단위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등장해왔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프로젝트.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를 적용한 프로젝트 사례2.2 Dublin Core
더블린 코어를 적용한 메타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11)

9) 타입 특정 데이터 요소가 하위요소를 지닐 때 하위요소 를 제시하기 위한(Type) - (Type)
것 예컨데 이 한정어 없이 엘리먼트가 사. “Creator” -(Type)-name/address/telephone…
용되었으면 그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킴 스킴 스키마 는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코딩표준이나 데이터 내용 표준(Scheme) - ( )
이다 그러니까 스킴를 통해서 그 요소에 있어 해당정보 에 수록된 값을 해석할. Content( )
수 있으며 레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이다, .( Stuart Weibel, Jean
Godby, Eric Miller, "OCLC/NCSA Metadata Workshop Report(1995), http://dublincore.
org/workshops/dc1/report.shtml.)

11) 여기서 제시한 프로젝트 사례는 참고문헌에 소개된 논문 웹사이트 자료 더블린 코어, ,
본부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 dublincor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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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University of Washington DL( )
워싱턴 대학교 내외의 여러 도서관이 협력체제를 가지고 워싱턴 대학교‘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즉 대학도서관 협력관계 도서관 박물Digital Library’ . , , ,
관 단과대학 및 학과 소장의 자원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
각 도서관들의 Multimedia Collections12)을 전체 스물 일곱개의 카테고리로 나누
어서 메타데이터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 내부의.

에서는 각 카테고리의 컬렉션마다 그 특성에“Metadata Implementation Group”
맞추어 유연한 메타데이터 입력 템플릿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한 메타 필,
드들은 대부분 더블린 코어의 기본 엘리먼트들로 매핑13)을 하였으므로 총체적으
로는 더블린 코어 기반의 메타데이터로 목록을 기술했다고 할 수 있다 내부적.
인 인코딩은 를 사용하였다XML/RDF .

영국NewsAgent( )
이는 즉 전자도서관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에서“eLib”
전자매체로 뉴스를 제공하거나 를 할 수 있도록 제Current Awareness Service
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영국의 각종 뉴스레터 및 브리핑 자료를.
포함한다.
나아가 영국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중심인 에서는 의 서UKOLN NewsAgent
버를 통해 다양한 자료의 메타데이터들을 자동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이들을 중앙 에 집산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정보생산자. DB / ,
들은 웹 상의 해당 자료를 담은 페이지에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엘리먼트에는 기본 엘리먼트 이외 이라는NewAgent Topic
주제어관련 항목과 정보 제공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각종 연락처 메일주소 홈페, , ,
이지 주소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Contact .

영국Visual Arts Data Service( )
는 영국의 의 한 부분으로서VADS AHDS(Arts and Humanities Data Service)

각종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메터데이터로 구축하였다 구축대상 자료들의 특.
성상 엘리먼트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확장적용이 이루SUBJECT, COVERAGE
12) 매체의 유형은 maps, guides, photos, diaries, manuscripts, moving images, oral

로서 주로 사진자료 에세이 텍스트자료 포함 신문 보고서histories, instructional slides , ( / ), , ,
팜플렛 포스터 희귀본 및 유일본 등을 포함한다, , .

13) 더블린 코어 기본 엘리먼트와 매핑되지 않은 항목은 Physical Description, Acquisition,
등 개의 항목이다Category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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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며 탐색단위가 단위 개별자료 인지 장서 단위인지에 따라, item ( ) collection( )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엘리먼트의 타입 한정어로RELATION

를 두어 단위와 단위의 관계성을 표현하였다 또한‘IsMemberOf’ item Collection .
예술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술작품 자체의 저작자인지 작품을 담고 있는, ,
웹페이지 작성자인지 등 엘리먼트의 값의 주체가 분명해야 하므로CREATOR

에 대한 한정어를 자세히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구분개념을 보조하CREATOR .
는 엘리먼트로서 의 타입 한정어 또한 보SOURCE (original/surrogate/resource)
강하고 있으며 자원의 유형이 디지털 유형인지 아닌지에 따라 엘리먼트, FORM
의 타입 한정어를 로 나누어 표현하였다analogue/digital .

호주MetaChem( )
호주의 를 중심으로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Defence

등 개의 기관Force Academy, University of Melbourne, Monash University 10
이 모여 인터넷 자원과 인쇄 자원의 원문을 메타데이터 로 관리하여 제공하, DB
였다.
이 메타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정보 예를 들,
면 전자출판물 데이터베이스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 , , ,
교육시스템 주소록 회의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점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
이고 인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목록과 원문복사서비스로의 연,
결 편의도 제공하려 하였다.

호주EdNA Metadata( )
의 약자인 는 호주의 교육관련기관들이 새Education Network Australia EdNA

로운 정보기술을 교육부문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간관 이들에 대한 중복개

발 중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블, .
린 코어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더욱 상세한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이용자의

탐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주제, ISO 639-2 EdNA
디렉토리상에 자동으로 부여하여 주제디렉토리 관리를 돕도록 하였다.
더블린 코어 엘리먼트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 엘리먼트 중 개를 사용하고 있12
으며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정한 개의 엘리먼트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8 .14)

14) 기본 엘리먼트 중에서는 를 제외하였고RELATION, CONTRIBUTOR, SOURCE ,
ENTERED, APPROVER, REASSESSMENT, USERLEVEL, CATEGORIES,

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INDEXLEVEL, INDEXSITES,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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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German Mathematical Society Preprint Project( )
프로젝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 수학협회에서 웹 검색엔진 를Harvest
통하여 출판전 배포기사 를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더블린 코어(preprint)
메타데이터로서 프로파일들을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단. ,

과 같은 수학주제분류표를 준거로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
한 등과 같이 해당 주제와 관련한 몇 개의 엘리먼트를 추가PCLASS, SCLASS
하여 사용하고 있다.15) 이렇게 더블린 코어의 기본 엘리먼트를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변형 확장하여 라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내부적인, DMVPreprint-Core .
인코딩은 메타태그를 이용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HTML .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를 주관하는 에 등록된 더블린코http://dublincore.org
어 메타데이터 프로젝트는 도표로 정리하여 별첨자료로 수록하였다 지역과 주.
제 구분은 가 분류한 대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지역dublincore.org : -

주제 인문 예술Australia & Asia/Europe/North America, - · (Arts &
서지 비즈니스 교육 환Humanities) / (Bibliography) / (Business) / (Education) /

경 수학 의학 과학 기술(Education) / (Mathematics) / (Medicine) / · (Science &
기타Technology) / (Other).

프로젝트의 특징적 요소2.3
이러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본 특징적 요소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더블린 코어 등의 메타데이터 개념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은 어느 한 종류

의 정보매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포괄적으로 메,
타데이터를 구축하여 포탈서비스를 하려고 하였다.

(2)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멀티미디어나 디지털화된 자료 혹은 웹 페이지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 구축이다.
(3) 근래 추진되어 온 메타데이터 프로젝트는 여러 집단 학교 도서관 정보센( , ,

터 협회 학회 등 이 컨소시엄 구성 등 협력체제 로 진행, , ) (Collaboration)
하는 대단위 사업이 많다ISAR .

(4) 목적 또한 자관 정보서비스만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공간적으로는 지역

전체 혹은 그 이상 시간적으로는 이용그룹의 평생학습 지원에 이르기까,

15) 기본 엘리먼트 이외에 본 프로젝트에서 변형 또는 창출하여 사용중인 엘리먼트

PCLASS, SCLASS, PACS, CR, UPLOAD, UPDATE, ObjectType(preprint or
등 대부분이 수학협회 혹은published), SERIES, REFERENCE JOURNAL, NOTES .

라는 프로젝트 성격과 관련있는 엘리먼트들이다“pre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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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폭넓은 정보공급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다수이다.
(5) 더블린 코어 기본 엘리먼트를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확장하여 사용

하였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자료의 주제분야나 자료형태의 특.
성에 따라 엘리먼트를 확장하거나 엘리먼트 하위 타입 한정어를 추가하

여 사용하였다.
(6) 더블린 코어의 엘리먼트명과 전혀 다른 항목명들로 메타데이터 템플릿을

구성하더라도 더블린 코어의 어느 기본 엘리먼트에 속하는지 매핑작업을

함으로써 메타데이터의 호환을 높여 검색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7)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이용자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웹 페이지 속

정보의 집산화 프로젝트에서는 페이지 내부에 가장 중요한 메타 항목 엘(
리먼트 정보를 포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웹상의 정보들 각각에 대) .
한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기반의 설계3. Dublin Core Meta Editor

시스템 설계3.1
메타 에디터의 설계에서는 편목자에게 더블린 코어와 같은 특정 기술방식을

제공하고 호환이 가능한 저장포맷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여 최종 정보소비자가,
검색하기에 용이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메타 에디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객체지향적 시스템 설계방식을 선택하

였다 원래 메타데이터 구축에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 이처럼 객체. RDF
개념을 적용한 구현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메타데이터가 주로 인터넷상(object) ,

의 분산된 자원을 대상으로 구축되다 보니 이들 자원간의 중복표현을 줄이기 위

해 자원 또는 그 자원을 기술한 일종의 서지들을 각각의 객체 로 보고 데(object)
이터를 표현한 다음 최종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들을 호환하여 포괄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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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데이터를 보는 관점만을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루는 시스템,
또한 객체지향적으로 조망하여 설계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웹이 아닌 클라이언트 기반의 메타 에디터이다.
메타 에디터를 객체지향적 설계로 구성할 시 필요한 것은, Use Case

등과 같Diagram, Use Case Scenario, Sequence Diagram, Component Diagram
이 일반적 객체지향적 설계방법에서 요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Use Case

을 통해 메타 에디터가 속한 모 시스템의 전체그림을 그리고 메타 에Diagram ,
디터가 어느 구역에 속한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한다 에서는. Use Case Scenario
메타 에디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의 모든 동작과 시스템의 프로세스 반,
응들을 시나리오로 풀어서 설계한다 은 그 동작 하나하나와. Sequence Diagram
시스템 간의 의사소통들을 시간순서에 맞춰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다 예를 들.
면 그림 처럼 메타 데이터 하나를 에디터에 입력했을 경우 그 일련의 순서, [ 1] ,
들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그림 메타 에디터 설계의 예 기사[ 1] Sequence Diagram - meta

입력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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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시간차에 따른 동작의 흐름이 완성되면 Component
등을 통하여 실제 메타 에디터를 구현할 때 컴포넌트화 되어야 할 시Diagram

스템 내부적인 함수들을 정의하여야 한다 만약 편목자가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려 한다면 에디터폼과 에디터에 연결되어 있는 차일드 폼 들(Child Form)
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는 간단히 폼 단위로 컴포넌트들을 규정하고 내. [ 2]
부적인 프로세스 함수들을 배열한 사례이다Component Diagram .

그림 메타 에디터 설계의 예 기사[ 2] Component Diagram - meta

입력 수정( )

설계3.2 DB
이러한 메타 에디터 자체의 설계과정도 중요하지만 메타 에디터를 만들 때에,
는 무엇보다 사용될 메타 에디터의 목적에 맞게 기술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다음 장에서 소개할 실제적인 사례인 기사색인 메타 에디터의 경우는 연속간

행물의 기사나 논문집과 같은 단행본류의 논문에 대한 짧은 논문기사 형식의,
자료들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기사를 표현.
할 수 있는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의 최대범위를 설정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별

도의 데이터요소 서지항목 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과 더블린 코어를 사용( ) ,
함으로 인해 반드시 요구되는 스킴 및 타입 한정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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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바 이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설계의 큰 한,
부분을 차지했다.
먼저 더블린 코어의 엘리먼트에 대한 확장사용에 대한 결정이 요구된다.
더블린 코어 메타 에디터는 메타 에디터 사용자가 엘리먼트를 자유롭게 확장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메타 에디.
터의 사용자는 엘리먼트 자체를 마음대로 확장사용하기 보다 기사의 색인이라, ‘ ’
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가장 큰 범위까지 엘리먼트를 표준적으로 확장 제공한

후 메타 에디터 상에서 주로 사용할 엘리먼트들을 따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
게 했다 그렇다고 확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더블린 코어 메타. .
에디터와 관계된 테이블 중에서 엘리먼트 사용에 관계된 테이블은DB
ELEMENT_USE, ELEMENT_INFO16), ELEMENT_GROUP, SCHEME_LINK,
SCHEME_GROUP17) 등이 있고 특히 와 같은 테이블에서 사, ELEMENT_INFO
용할 엘리먼트를 확장하여 데이터로 삽입 해주면 사용자가 원하는(Insert Data)
새로운 엘리먼트를 창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표 엘리먼트 확장구조< 2>

분 류 데이터요소명(Type) 한 글 명 스키마(Scheme)18) 기본 반복

Title Title.Main 기사제목   ○ ○

  Title.Alternative 기사부제목 대체표제( )     ○

  Title.Original 기사원제목 번역기사( )     ○

16) 엘리먼트명을 지정하며 해당 엘리먼트의 편목시의 필수항목 여부ELEMENT_INFO : ,
메타 에디터 오픈시 기본적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 엘리먼트 반복가능 여부 메, ,
타 에디터 사용시 참조할 각 엘리먼트에 대한 도움말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입력한다 여.
기서는 기본 엘리먼트 뿐만 아니라 타입 한정어를 통해 확장된 엘리먼트까지 포함한다, .

17) 스킴 한정어 사용을 위한 테이블 어느 엘리먼트SCHEME_LINK, SCHEME_GROUP : .
에서 어느 스킴을 사용하는지를 표시하고 이 테이블에 설정된 대로 메타 에디터에서는,
엘리먼트 당 준거로 사용가능한 스킴을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18) http://dublincore.org/documents/2000/07/11/dcmes-qual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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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데이터요소명(Type) 한 글 명 스키마(Scheme) 기본 반복

Creator Creator.Main 기사저자명   ○ ○

  Creator.Alternative
기사저자의

다른이름

개인 단체( , )
    ○

  Creator.Email 기사저자 Email     ○

  Creator.Affiliation 기사저자 소속    
  Creator.Homepage 기사저자 홈페이지      
  Creator.Original 기사 원저자     ○

Subject Subject.Main 주제

LCSH
MESH
DDC, KDC
LCC, UDC
NLM, NCLSH

○ ○

Description Description.Main 주기 기술사항,      
  Description.Abstract 초록 요약,      
  Description.Contents 목차      
Publisher Publisher.Main 발행처   ○  
  Publisher.Alternative 발행처의 다른

이름
     

  Publisher.Homepage 발행처 홈페이지      
  Publisher.Email 발행처 전자메일      
  Publisher.Country 발행국가 KSC5795    

Date Date.Main 저작일자

DCM19) Period
W3C-DTF20)
ISO8601 ○

 

Format Format 자료형식 IMT21)   ○

19)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20) a profile of ISO 8601
21) Internet Media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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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데이터요소명(Type) 한 글 명 스키마(Scheme) 기본 반복

Language Language 언어 KSC579522)
 

  ○

  Language.Original 원기사 언어 ○

Source Source.Main 연속간행물명

수록잡지명( )    ○  
  Source.Volume 권호정보    ○  
  Source.Page 수록페이지    ○  
Identifier Identifier 식별자

URI, ISSN,
SICI23), DOI   ○

Contributor Contributor 기타제작자      ○
  Contributor.Affiliation      ○
Type Type 자료유형 유형어휘집DCMI    ○
Relation Relation24) 관련자료 URI    ○

Coverage

Coverage25)

내용범위

공간:
DCMI Point,
ISO3166,
DCMI Box, TGN
시간:
DCMI Period
W3C-DTF

 

 ○

Rights Rights 이용조건       ○
편목의 우선순위별 나열임( )

위와 같이 기사 메타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더블린 코어 엘리먼트를 추출할 때

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1) 더블린 코어 개 데이터 엘리먼트를 활용한다15 .
(2) 기사색인 편목에 알맞게 엘리먼트를 확장하여 제공한다 단 기사색인에. ( ,

절대 지장이 없을 만큼 기본적으로 충분히 확장한다 최종 사용자의) -
편익성을 고려한 입력 디폴트 환경 제공

(3) 반복가능한 엘리먼트를 선정하여 반복할 수 있게 한다.

22) 본 항목에 있어서만은 웹 서지통합검색시의 다른 서지검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준의 언어표를 준거로 입력하도록 유도하였음KORMAC .
23) 기사단위Serial Item and Contribution Identifier -
24) type=IsPartOf, IsChildOf, IsMemberOf, IsDeriveFrom
25) Type=Spatial,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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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의 를 만들지 않고 을 제공한다DTD Well-Formed Workframe .
(5) 데이터 저장은 를 참조한 로 한다RDF XML .
(6) 호환을 위한 데이터 반출시에는 형식 중 택일할 수 있도록XML/MARC

한다 이를 위해 매핑 테이블을 제공한다. .
(7) 엘리먼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장 대학도서관 정보화사업 연'2001 < -

속간행물목록 제출 안내 의 내용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정 확장한다> , .

저장포맷 정의3.3
일반 도서관 편목시스템에서 에디터를 통해 서지사항을 담은MARC MARC
파일을 생성한 것과 같이 최후의 검색을 위해 메타 에디터에서도 일종의 메타,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되어야 최후 이용자 앞에서 검색될 수 있다 파일이란 말.
은 물리적인 성향이 짙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한 구조적인 결과물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메타데이터를 구현한다고 하는 말과 메타데이터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는‘ ’ , ‘ ’
말을 상용 시스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한다는 문‘ ’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물론 지금의 메타데이터는 웹이 아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의 방식을 예로

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평범한 데이터 저장.
방식은 단순한 테이블 내의 저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원이나 자원에 대DB .
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혹은 서지데이터 하나하나를 객체개념이나 독립적인 정( )
보로 취급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고정적인 저장 구조보다 마크업 랭귀지, DB

를 통한 유동적이고 객체적인 저장구조를 선호하고 있(Mark Up Language)
다.26)

26) 메타데이터 저장방식은 단순히 더블린 코어와 같은 기술방식에 준거하여 데이터를 저장
하는 것을 넘어서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 즉 구축 후의 이용자측에서의 포괄적,
검색과 이를 위한 데이터 호환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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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태그를 이용해 더블린 코어 엘리먼트와 각종 한정어를 통해HTML
메타데이터를 표현하여 저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27) 이후 로 표현SGML
된 워릭구조를 통한 구현이 제기되었고28) 드디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메타데이터 구현 저장 방식으로 가( )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대두되었다.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는 이전의 기반의 워릭구조와 비할RDF , SGML
때 이라는 다소 용이하면서도 유연한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함으로써 웹XML ,
환경의 자료를 구축할 때도 더 쉽고 상세하게 메타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개,
별적인 메타데이터를 링크하기도 유리29)하기 때문에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구
축에 있어 최근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는 전장에서도 밝힌 바와. RDF
같이 개별 자원을 를 통해 식별하여 독립적인 객체 로 정의하는 객체URI (object)
지향적 모형이므로 인터넷자원의 분산성 때문에 인해 동일 자원이 다른 형식으,
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그 객체성 으로 인해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object)
호평받고 있다.
기사색인시스템 메타 에디터에서 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RDF , RDF
의 대상자원이 를 가지는 모든 것 즉 웹페이지 등 인터넷 자원이었고 정확URI , ,
하게 를 따르지 않아도 단순한 기사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적절한 포RDF
맷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 메타 에디터에서는 를 참조한. RDF

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고 저Well-formed XML (Description) Framework
장하도록 하였다.
원래 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RDF .

구조 자원 속성유형 값- (Resouce)/ (PropertyType)/ (Value)30)
어휘(Vocabulary)31) 더블린 코어: -title/creator/publisher/subject……

태그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구문 표현XML-XML
네임스페이스 에서 사용되는 이름들 값들의 의미를(namespace) - XML ,

로 정의 접두어화 하여 고유화URI ( )

RDF

27) 메타데이터<META NAME = “DC.Subject” CONTENT = “ >
<META NMAE = “DC.Subject” SCHEME = “DDC” CONTENT = “024.55”>

28) 더블린 코어 차회의2
29) 이상철, 1998.
30) 대상자원 를 가지는 모든 것 웹페이지 등 인터넷 자원: URI . .

속성유형 서명 저자 출판사: , , , email .…
값 우리의 고유문화 김유신 정신문화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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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하 역Well-formed XML Framework( , WXF)
시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는 을 통하여 데이터를 구현하고 있으며 더블린 코어를WXF XML ,
바탕으로 속성유형을 표현한다 그리고 본 프레임 웍을 만든 주체의 로 네. URL
임스페이스를 지정하였다.32) 간단한 예를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데이.
터는 메타 에디터로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형식으로 반출한 것 중의 하나XML
이다.

그림 기사데이터의 형식 표현 사례[ 3] XML

31) 어휘는 전거제어하여 통일된 기술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에서 자율적으, RDF
로 선언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철.( , 1998)

32) 단 편의상 더블린 코어의 네임스페이스 지정, (ex: <?xml:namespace name = “http://pur
은 생략하였다l.org/metadata/dublin_core#” as =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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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는 또한 의 저장 구조적 개념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WXF RDF (Container)
개념을 응용하였다 해당자원의 를 쓰는 제 컨테이너에 대신 기사제어. URI 1 URI
번호를 포함하였고 제 컨테이너의 개념인 데이터요소 컨테이너를 적용하였다, 2 .
또한 더블린 코어를 통한 메타데이터 구현을 위해 스킴 한정어에 대한 표현을

하나의 태그 속성 으로 표현하였다(Property) .
다음 장에서는 실제 메타 에디터의 모양새와 구체적 사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적용사례 기사색인 에디터4. Meta Editor -

장에서 소개한 설계작업을 통해 기사 를 입력하는 메타 에디터를 만3 (Article)
들었다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메타 에디터는 더블린 코어를 기반으로 하.
였고 를 응용한 을 만들어 메타데이터를 표, RDF Well-formed XML Framework
현하고 저장하였다 엘리먼트 확장에 있어서는 기사 메타데이터 구축이라는 목. ‘ ’
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의 확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였기에 이용자가 직접 엘리

먼트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쓰지는 못하지만 필요시에는 레코드 추가를 통해DB
유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처해 두었다.33)

환경설정4.1
사용할 엘리먼트는 환경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메타 에디터의 편집환경을 설정

할 수 있다.
설정 범위는 크게 가지이다 해당 엘리먼트를 에디터 상에서 반복하여 사용3 .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메타 에디터 오픈시 기본적으로 출력되기 원하는 엘리먼,
트들은 무엇인가 구축한 메타데이터를 파일로 반출시 이 엘리먼트는, MARC

의 어느 필드로 만들어 반출할 것인가가 그것이다MARC .

33) 기사 메타 에디터에서 확장성에 제한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자사 제품 에서, XMDL
엘리먼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를 만든 다음 메타 에디터에서 자기가 만DTD
들어 둔 를 끌어다가 자유롭게 편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DTD
자유로운 엘리먼트 확장에 대해서는 메타 에디터를 참조할 수 있다 단XMDL . , XMDL
은 더블린 코어만을 위한 메타 에디터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연성 확장 지. ‘ ( )’
향과 특수성 더블린 코어 지향의 속성차이에 따라 시스템 에디터 구현의 모양새가 달‘ ( )’ ( )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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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요소 설정화면[ 4]

설정시 나열된 엘리먼트 는 구조로 저장될 시에 태그명으(Element) WXF XML
로 사용되며 레이블 항목은 메타 에디터에 직접 나오는 한글 항목명이다, (Label) .
일반적으로 많은 더블린 코어 에디터가 과 같이 더블린"DC.Title" "DC.Creator"
코어의 영어항목명을 에디터 화면상에서 그대로 표시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사용자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항목명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레이블을 따로 지정

하도록 하였다 다음 절에 보여질 메타 에디터 화면을 보면 설정된 레이블명으.
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데이터 편집4.2
에디터의 환경이 설정되면 더블린 코어 메타 에디터를 통해 기사를 입력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입력된 기사 메타데이터는 각각 스트링. XML
의 구조로 저장된다(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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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메타 에디터 화면을 보면 전 절의 환경설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데이터요소부에 기본여부가 인 엘리먼트들이 설정된 레이블명으. “Y”
로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엘리먼트들도 기본여부를 에서 로 바꾸어주면 매. N Y
번 에디터 오픈시 화면에 기본적으로 출력된다.

그림 기사색인 에디터 화면[ 5]

기본 항목은 기사를 메타 에디터 구축시의 필수항목인데 이것은 전장에서 설“ ” ,
명한 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주관하는 연속간행물 기사 종합목록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정하여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였다.
반복 항목은 환경설정시 이용자가 반복이 가능한 엘리먼트를 별로 지정한 것“ ”

으로서 버튼을 누르면 엘리먼트가 반복된다 웹 기반의 메타 에디터에서도“+” .
항목의 반복은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활용 가능한 엘리먼트를 추가하려고.
할 경우 위 그림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로 설정되어 활용가능한 모든 엘,
리먼트가 제시되고 경우에 따라 특정 엘리먼트의 하부항목을 사용해야 할 시, ,
더블린 코어의 타입 한정어를 이용해 확장한 제 의 하부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2
있도록 계층적 구조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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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블린 코어의 스킴 한정어는 메타 에디터 화면 우측에 적용된 바와 같

이 해당 엘리먼트의 경우 더블린 코어 주관사이트가 제안하는 기본 스킴, 34)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스킴 한정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35)

기타 관련 기능4.3
기사색인시스템의 메타 에디터와 관련한 부수적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

다.
첫번째는 기사자료라는 대상자료의 특징과 결부하여 기본 소장 연속간행물의

체크인 정보 혹은 권호정보 혹은 단행본의 서지 와 연동하는 기능이며 두번째는( ) ,
여기서 작성된 메타 에디터를 백업용 보관이나 재사용 혹은 호환의 목적으로 반

출하는 기능이다.
연동기능은 메타 에디터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지만 현재의 편목한 기사가 소,
장된 연속간행물의 특정 권호에 포함된 기사일 경우 이용자의 자료이용상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속간행물 권호정보를 보여줄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
고 연동기능을 사용하면 소장 연속간행물 검색을 통한 정확한 잡지명 권호정보/
가 메타 에디터에 입력됨으로써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도울 수 있다 일련의.
동작은 다음의 화면과 같다.
연동검색을 통하여 기사에 해당하는 연속간행물이나 단행본 논문집 등의 서지

를 검색한 후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체크인 정보를 확인하여 연동하면 해당, ,
기사 메타데이터는 모체 아이템인 연속간행물의 소장여부와 더불어 해당 기사의

소속 권호까지 메타데이터 내에 포함된다 이는 다분히 최종 이용자의 메타데이.
터 검색과 자료이용에 초점을 둔 기능이다.
반출은 메타데이터를 특정 파일로 내어보내는 기능이다 반출은 현재 두 가지.
로 가능하다 현재 만들어지는 메타데이터인 저장에 따른 파일과. WXF XML ,
일반적인 파일로의 반출이 가능하다 특히 파일로의 반출은 앞서MARC . MARC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설정에서 엘리먼트 중 과 매핑이 되는 엘리먼트는MARC
별로도 필드 표시기호와 식별기호 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파일MARC ( ) MARC
이 생성 반출되도록 되어 있다, .36)

34) http://dublincore.org/documents/2000/07/11/dcmes-qualifiers
35)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킴 한정어의 디폴트값 스타일이다( (default)) free text .
36) 반출과 반대로 기사 파일을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 본 기사색인시스템에서 반입하여 메.
타데이터로 수용할 수 있는 포맷은 현재 국립중앙도SWETS, EBSCO, British Library,
서관 국회도서관 형식의 기사파일이다, , Exc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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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사와 연속간행물 권호정보 연동 화면[ 6]

결론4.

이제까지 기사 를 위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메타 에디터의 구성(Article)
과 실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이 메타 에디터는 더블린 코어 기술방식을 기반.
으로 하여 타입 한정어를 반영한 엘리먼트와 값의 준거를 명확히하는 스킴 한,
정어를 적용한 가운데 데이터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메타 에.
디터는 기사색인시스템이라는 제한된 용도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메타,
에디터는 적절한 변형 을 통해 다른 용도나 목적의 메타데이터 생(customizing)
산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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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메타 에디터는 클라이언트용으로서 웹 기반의 메타 에디터와는 조금,
상이한 용도와 모양새를 보인다 웹 기반의 메타 에디터로 널리 알려진. DC-Dot
이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 더블린 코어 와 같Reggie . - -RDF
은 객체지향적 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37)
더블린 코어 적용을 통하여 에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요소 항목을 편MARC
목자가 생성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라는 마크업 랭귀지로의 데, XML
이터 구현은 국제적인 데이터 통용에 한 걸음 진일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해준다.
외국의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특징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각 편목기관이나,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더블린 코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여 특성화된

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블린 코어 기본 엘리먼트와 이의 데이DTD .
터요소를 구체적으로 매핑함으로써 검색의 정확률과 재현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개념의 출현과 이러한 메타 에디터의 개발이 낳은 가

장 큰 이점은 편목자의 데이터 구축 용이성이다 더블린 코어의 기술방식은.
보다 덜 정교해 보이지만 항목사용도 편리해졌고 그 대상자료의 범위도MARC

유연해졌다 그리고 에디터의 면에서도 훨씬 쉽고 경쾌한 단. UI(User Interface)
순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웹상의 분산된 데이터 편목에는 더.
할 나위 없다 다양한 자료에 맞춰 다량을 편목해야 하지만 검색을 위한 접근점.
은 웹처럼 일반적이고 쉬워야 하기 때문이다.
편목자는 현재의 데이터 구축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지 모른다.
자신이 하고 있는 편목 작업에 있어서 에디터를 통해 구체적인 서지정, MARC
보를 제공하고 물리적으로 치밀한 접근점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혹은,
메타데이터 기술방식 수준으로 유연하고 쉽게 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부터 말이다.

37) 또한 클라이언트용 에디터 프로그램을 웹 기반 에디터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는 가능하므로 이용목적이나 대상에 맞추어 변용할 수 있다 단지 클라이언트용 에디터. ,
와 웹 기반 메타 에디터는 그 편목 대상이 다르기에 웹 분산 데이터 실물성이 강하' ' ( vs
거나 소재가 다소 분명한 데이터 별도의 설계와 구상과정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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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Germany Subject Area Information for Earth

Sciences [SSG-Fachinformation
(SSG-FI) Geowissenschaften]
Subject Area Information for
Mathematics [SSG-Fachinformation
(SSG-FI) Mathematick] 

과학 기술/

수학  

Netherlands DONOR (Directory of Netherlands
Online Resources)

서지 http://www.konbib.nl/donor
/index-en.html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Koninklijke
Bibliotheek]

기타 http://www.konbib.nl

Scandinavia  The Nordic Metadata Project 서지 http://www.lib.helsinki.fi
/meta/index.html

Scotland SCRAN (Scottish Cultural
Resources Access Network) 인문 예술/ http://www.scran.ac.uk

 Sweden SAFARI 서지
http://safari.hsv.se/index.html.e
n

Swedish EnviroNet 환경 http://smn.environ.se

Ukraine Ukrainian Library Association
Metadata Project

서지 http://lucl.lucl.kiev.ua/win
/metadata.html

United
Kingdom  AHDS Arts &Humanities Data

Service 인문 예술/ http://ahds.ac.uk

Art, Design, Architecture &Media
Information Gateway and the
Visual
Arts Data Service 

인문 예  /
술

http://adam.ac.uk
http://vads.ahds.ac.uk 

NewsAgent for Libraries 기타  http://www.sbu.ac.uk/litc
/newsagent

open.gov.uk 기타  http://www.open.gov.uk
North
America Mexico Phronesis System 기타  http://copernico.mty.itesm.mx

/~tempo/Projects
http://copernico.mty.itesm.mx/~
tempo/phronesis/Default_en.htm
l

United
States

CIMI (Consortium for the Computer
Interchange of Museum
Information)
Dublin Core Metadata Testbed

기타  http://www.cimi.org

CORC (Cooperative Online
Resources Cataloging)

기타  http://purl.oclc.org/c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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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United
States Digital Library Catalog 기타 http://sunsite.berkeley.edu

ExLibris Special Collections
Directory

인문 예술/
서지 

http://www.exlib.org

Everglade Information Network
&Digital Library

환경 http://everglades.fiu.edu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Digital Library

교육 http://fiudl.fiu.edu

Foundations Project 환경 http://bridges.state.mn.us
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s 교육 http://gem.syr.edu
Mantis 기타 http://purl.oclc.org/mantis
Medical Metadata Project 의학 http://medir.ohsu.edu/~maletg

/MedMetadata.HTM
Monticello Electronic Library 기타 http://www.solinet.net

/monticello/intro98.html
Scout Report Signpost 기타 http://www.signpost.org

/signpost/index.html
University of Arizona: Resources
for SiteSearch Implementation

기타 http://dizzy.library.arizona.edu
/sitesearch/welcome.html

University of Michigan Digital
Library Registry Database

기타 http://www.lib.mich.edu/regist
ry

University of Washington Digital
Library washington.edu

기타 http://content.engr.washington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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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보고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년 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2001 5
면서 구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진 메타데이터를 채택하여 메타데이터 체계를, YDL
만들었다 메타데이터의 구축 배경과 특징 구성내용 및 실제 작성방법을. YDL ,
시스템의 기능과 더불어 소개하였다.

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kes3327@yonsei.ac.kr)
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muns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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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소개1. (YDL)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년 월 일2001 5 12 XML(eXtensible Markup
기반의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Language) YDL(Yonsei Integrated Digital

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연세대학교는 년 수Library) . 1999
서 목록 대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시스템 등을 포함한 웹 기반 도서관 전산, , , ,
화 시스템 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은 이 시스템을 근(Maestro-Y) , YDL Maestro-Y
간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를 생성하는 편집시DTD(Data Type Definition) DTD
스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환경관리 시스템 시스템 관리시스템 강의 연구지, , , , /
원 정보시스템 웹 기반 통합 정보검색 시스템인 로 구성되어 있, YOURS Plus
다 은 도서관 소장도서는 물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술정보와 다양. YDL
한 관련 정보를 조직화하여 통합검색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정보 서비스를 비,
롯하여 한 단계 높아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의 각 시스템의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YDL .
① 도서관 기본업무 시스템으로서 수서 목록 대출 연속간행Maestro-Y - , , ,
물 기사색인 시스템 등의 하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입수 정리, . , ,
이용 서비스 에 사용하는 토털 시스템으로 을 기반으로 한다( ) MARC .

② 편집시스템 메타데이터의 를 만드는 시스템으로서 자료유형별DTD - DTD
로 입력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의 속성에 따라 가지 엘리먼트를 적절히, 6
이용하여 항목명 항목의 순서 색인추출정보 간략정보 출력정보 상세화면, , , ,
출력정보 등을 설정하여 를 작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입력 항목을 자DTD .
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유형마다 독특한 검색점을 살린 를DTD
작성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데이터와 호환이 되고 최대한의. DTD MARC
접근점을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③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편집시스템에서 정의한 를 이용하여- DTD DTD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작성 수정하고 원문파일 동영상파일의 연결 및 서비, ,
스 등록 저작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이미, .
작성된 유사서지나 동일서지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연동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통합검색 기능 인터넷 정보원의 확,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기능 등이 있다.

④ 환경관리 시스템 환경관리 시스템은 단위시스템의 등록 시스템 환경관- ,
리 권한관리 버전관리 통계관리 등의 환경설정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 , .
단위시스템은 각 자료유형별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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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기사 멀티미디어 고서 웹 학술정, , , , , ,
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강의 연구지원 시스템의 개 시스템이 있으며 최, , / 9 ,
대 개까지 추가 생성이 가능하다20 .

⑤ 시스템 관리시스템 전자저널 고서 해제 고서 참고문헌 등 각종 외부- , ,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 반입하는 기능 통계관리 갱신데몬, ,
처리결과 확인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이 있다.

⑥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강의의 수업계획서나 저서 학위논문 연구보/ - , ,
고서 등의 연구계획서를 기초로 강의교재 참고문헌과 같은 관련 학술정보,
를 수집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학술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학.
술정보가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서지정보 및 도서관 소장정보로 디지털,
자료인 경우에는 원문이나 동영상 웹 문서 등의 해당 정보로 바로 연결되,
도록 되어 있다.

⑦ 이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YOURS Plus -
된 웹 기반 통합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간, MARC
의 통합검색이 가능하고 전자저널 고서 원문 자료 등 풍부한 디지, , VOD
털 컨텐츠를 제공하며 와 같은 개인별 정보관리 기능My Digital Library
등을 갖추고 있다.

이상에서 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의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다음 장YDL .
에서는 메타데이터의 구축배경 특징 및 작성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YDL ,
보기로 한다.

메타데이터의 특징2. YDL

메타데이터의 구축 배경2.1 YDL
은 인공지능형 웹 에이전트 시스템이 수집한 웹 문서와 웹 사이트를 비롯YDL

하여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강의정보와 연구정보 및 각종 원/
문 동영상 정보 등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기술과 검색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채택하였다 으, . MARC
로 기술된 서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비교해볼 때 데이터는 내용의 포, MARC
괄성이나 검색의 신뢰성 데이터 구조의 상세성에서는 우수하지만 구조의 경직,
성으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형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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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자료나 내용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 반면 재인(Xu 1996.
용 사공철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매체별로 특성을 살린 를 정의할 수 있: ), DTD
고 그에 따라 상세하게 혹은 최소 수준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기존의 목록 규칙에 익숙치 않은 업무자.
도 미리 구성한 에 따라 메타편집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DTD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의 메타데이터는 설계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기초로YDL
하였다.
① 형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체들의 특징적인 면을 제한없이 기술MARC
하고 검색점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위논문에서는 지도.
교수 학과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강의정보에서는 주교재 부교, , ,
재 강의개요 등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메타데이터의 입력이나 수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 레코드 작성과 같은 수준의 업무 숙련도가 요구된다. MARC
면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신속한 메타데이터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③ 기존에 이미 형식으로 작성된 서지데이터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MARC
데이터를 활용 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함으로써MARC (Copy Cataloging)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서, MARC
로 연동관계 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ion) .

④ 검색시 형식의 서지데이터와의 통합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MARC .
들어 기존의 연속간행물을 검색할 때에는 책자형 저널과 전자저널의 통합

검색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새로 설계하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는 책자형 저널과 전자저널이 함께 검색됨으로써 한번의 검색으로 통합된

결과가 제공될 뿐 아니라 원문 동영상파일 등의 해당자료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와 통합된 검색 인터페이스를 가지면서도MARC
데이터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물MARC .

리적 형태가 있는 자료를 기술한 데이터와 달리 불안정하고 물리적MARC
형태가 없는 네트워크상의 자료를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베이

스로 관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기 다른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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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의 특징2.2 YDL
메타데이터는 각 자료유형에 따라 그 특징과 독특한 검색점을 살릴 수YDL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① 메타데이터의 항목을 자료의 검색점을 위주로 하여 검색에 가장 중요한 항

목만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료의 검색과 접근에 있어 질적인 저

하 없이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자료유형별 를 작성할 때 매핑정보를 설정하여 데이터DTD MARC , MARC
와 구조는 다르지만 통합된 인터페이스의 검색과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③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의 통합검색을 위해 부분적으로 서지와 연계된MARC
전거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메타데이터 작성시 전거표목을 신규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미 작성된 전거표목을 조회하여 대표표목을 복사 기술,
하도록 함으로써 저자명 검색에서 전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④ 변화하는 인터넷과 컴퓨터 환경에 대처하여 유연하게 새로운 매체를 기술

하고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작성시 색인추출 여부 및 추출할 색인의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DTD
하여 다양한 검색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위논문에서의 지도교수명 학과명. ,
등이 바로 그 예이다.

⑥ 의 구성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기술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과DTD . MARC
같이 아주 상세한 수준의 기술도 가능하고 편목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
어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수준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⑦ 연동관계가 설정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특정항목에 한해서MARC
데이터의 갱신이 있을 때 메타데이터의 자동갱신이 이루어진다MARC .

⑧ 일부 항목의 경우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렉토리 검색이나 브라우

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메타데이터의 특징들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YDL
알아보기 위해 실제 메타데이터 작성 시스템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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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의 작성2.3 YDL
의 메타데이터는 환경관리 시스템에서 자료유형별 시스템을 생성하고 해YDL ,

당 시스템별로 편집기에서 를 정의한 후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DTD DTD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기. , , ,
사 멀티미디어 고서 웹 학술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강의 연구지원 시스템의, , , , , /
개 시스템이 생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별로 를 편집 관리하고 그에 따9 , DTD ,
라 메타데이터를 작성 관리한다, .

메타데이터의 구성2.3.1
편집기에서는 자료유형 시스템별로 자료유형에 맞는 입력 항목을 설정DTD

하고 항목의 속성에 따라 가지 엘리먼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를 구성한6 DTD
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지의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다. 6 .

① 가장 중심이 되는 엘리먼트로 항목의 성격String Edit Element Type -
에 따라 중 적절한 입력형식을 지정하여 사Single Line, Multi Line, Text
용한다 서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와 같은 키워드 및 전방일치 검색대상. , , ,
항목은 모두 이 엘리먼트를 사용한다.

그림 의 예[ 1] String Edit El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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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타데이터 작성시 제시된 내용 중 해당Single Select Element Type -
하는 것 개만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색시에는 검1 ,
색제한자로 활용된다 학위구분 학과코드 소장처 등의 항목에 사용하며. , , ,
예를 들어 학위구분에서는 석사와 박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

게 해 준다.

그림 의 예[ 2] Sing Select El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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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메타데이터 작성시 항목의 입력 예[ 3] Sing Select Element Type

③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시된 내용 중에Multi Select Element Type -
서 복수선택이 가능한 항목에 사용하며 제한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저널, .
주제 고서 주제 신청학과 등의 항목에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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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예[ 4] Multy Select Element Type

그림 메타데이터 작성시 항목의 입력 예[ 5] Multy Select El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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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행년 발행일 과 같은 입Date Element Type - (YYYY), (YYYY.MM. DD)
력형식을 설정할 때 사용하며 제한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의 예[ 6] Date Element Type

⑤ 숫자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한 입력형식을 설정Number Element Type -
할 때 사용한다 페이지수 등 형태사항 항목에 주로 사용한다. .

⑥ 다른 유형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와의 연Link Element Type - MARC
동 전거 연동을 위한 입력형식으로 메일 연동 참조 전거 등을 설, URL, , , ,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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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예[ 7] Link Select Element Type

메타데이터의 작성과 관리2.3.2
메타데이터의 작성과 관리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진YDL YDL

다.
메타데이터의 작성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의 워, MARC
크시트와 같은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규 작성하는 방법(Original

둘째 데이터 및 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방법Cataloging), , MARC
셋째 의 매핑정보에 의해 대량의 데이(Copy Cataloging), , DTD MARC MARC

터를 메타데이터로 반입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둘째 데이터 및 유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입력하고자 하MARC
는 데이터가 이미 데이터로 존재하거나 그와 유사한 데이터가 있을 때MARC
그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항목을 복사해오는 방법으로 메타데이터의 신규입력화,
면에서 통합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결과의 상세화면에서 동일 연동 복사 이나‘ ’( + )
복사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은 검색 후 동일을 선택하여 서지복사‘ ’ . [ 8] ‘ ’ (Copy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세번째 화면의 데이Cataloging) , MARC
터가 네번째 화면의 메타데이터로 복사됨과 동시에 두 데이터가 서로 연동처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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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메타데이터의 작성 및 수정 연동된 원문 파일YDL ,
과 동영상 파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① 오려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지우기의 기본적인 편집기능, , ,
② 편리한 한자 특수문자 입력 인터페이스,
③ 간략정보 상세정보 등 리스트 출력기능,
④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의 연동관계 설MARC ,
정기능

⑤ 유사 레코드나 동일 레코드의 복사기능(Copy Cataloging)
⑥ 데이터와 동일한 전거통제를 위하여 전거표목 조회 후 대표표목을MARC
자동으로 기입하는 기능

⑦ 항목 입력시 입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URL URL URL
인기능

⑧ 원문 파일의 구조화 기능

⑨ 교내 교외 신분별 공개범위 및 공개기간 설정 등의 저작권 관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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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메타데이터 작성시 데이터로부터의 메타데이터 복사과정[ 8] MARC

메타데이터의 구성3 YDL

자료유형별 메타데이터 항목3.1
다음에서는 각 자료유형별로 메타데이터의 항목을 소개하기로 한다 메타데이.
터는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자료별로 특색을 살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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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메타데이터의 공통 항목3.1.1
① 자료유형 자료유형에 따른 제한 검색시 레코드와 통합하여 검색- MARC
할 수 있도록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포함 오디오 비디, , ( ), ,
오 기타 비도서 지도 악보 컴퓨터 파일 고서 기사 전자저널 웹 사이, , , , , , , ,
트 웹 문서 강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검색에서 자료유형을, , .
연속간행물로 제한하여 검색한다면 데이터 자료 책자형 연속간행, MARC (
물 와 메타데이터 자료 전자저널 를 함께 제한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 ( )
고 전자저널 검색에서는 전자저널의 메타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서명 각 자료유형별로 적절한 용어를 항목명으로 사용하여 이용자 친숙-
도를 높였고 고서는 한자 항목명을 사용하여 용어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저자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까지 구분하였고 하위항목으로 저자의 한- , , ,
자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거링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메타데이터 입력시, , , .
새로운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레코드의 전거를MARC
조회하여 동일한 전거 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발행처 전자우편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하다- , .
⑤ 주제명 현실적으로 표준화된 주제명 표목표도 없고 다양한 주제명을 모-
두 항목화하기는 너무 방대하여 일단 개인명 지명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언어 본문의 언어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 , ,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기타로 구분하였다, , , .

⑦ 소장처 메타데이터로 작성되는 자료의 소장처는 전자도서관이며 통합검-
색시 전자도서관으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⑧ 구분 주제 검색을 위한 주제구분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로 활용10 -
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용자 화면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하였다.

⑨ 동일연동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책자형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할 경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에 연동을 맺어주기 위한 항목이다 이 동일MARC .

연동에 의해 연속간행물의 경우 책자형 연속간행물의 검색 결과, (MARC
데이터 에서 원문이 제공되는 전자저널로도 구독하는 자료 메타데이터 인) ( )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저널 메타데이터 의 검색결과에서 책자형 연속, ( )
간행물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⑩ 참조연동 동일자료는 아니지만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 메타데이- MA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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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메타데이터간에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연관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항목

이다.
⑪ 국문 영문초록 초록을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의, - String Edit Element

형식으로 입력한다Text .
⑫ 원문제공기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에서 구축한 원문을-
반입할 때 제공기관을 기록하기 위한 항목이다.

⑬ 시스템이 도입될 때를 대비하여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DOI
링크를 위한 항목을 마련하였다DOI .

학위논문 메타데이터의 항목3.1.2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웹 제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와 학위논문시스DTD
템에서 신규입력시 사용하는 를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으나 현재 연세대학DTD ,
교 도서관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로 작성하고 있다DTD .
① 제출번호 학위논문 웹 제출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자동부여하는 제출된-
논문의 고유번호이다.

② 지도교수명 통합 정보검색 시스템의 학위논문 단위검색에서 지도교수명-
으로 키워드 및 전방일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과명 학과명의 키워드 및 전방일치 검색을 하기 위한 항목으로 해당-
학과에서 생산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④ 학과코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학위논문은 학과명을 로 약- DDC
식 분류한 학과코드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메타데이터 또한 같은,
학과코드로 분류하여 레코드와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MARC .

⑤ 핵심키워드 학위논문 제출자가 부여한 논문의 핵심되는 말을 키워드 검-
색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이다 매핑정보는 비통제주제명. MARC 653a( )
이나 주제명 검색보다는 서명의 키워드 검색에서 활용함이 효율적이므로

색인추출정보는 서명으로 지정하였다.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메타데이터의 항목3.1.3 ( )
연속간행물 시스템에는 전자저널의 메타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매핑 정보를 설정하여 다른 책자형 연속간행물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MARC
고 전자저널 원문에도 바로 접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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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널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을URL (Uniform Resource Locator) - URL
링크하기위한 항목이다 간략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

② 창간 폐간 발행년 전자형태로 제공되지만 책자형 연속간행물도 있을 경, -
우 그의 창간 및 폐간년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③ 원문제공 시작년 마감년 시작권호 마감권호 에서 이용할 수 있는/ , / - YDL
전자저널의 원문제공년도 권호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

④ 간행빈도 간행 주기를 연속간행물용 의 고정장 정보 에- MARC (008/18)
준하는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전방일치검색을 제공한다ISSN - .
⑥ 주제분류번호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에서 직접 메타데이터를 작성하- YDL
기보다는 대부분 서지 유틸리티를 통해 외부의 데이터를 메타데이MARC
터로 반입하여 활용하는데 이때 데이터의 분류번호를 활용하기 위, MARC
한 항목이다.

⑦ 전자저널주제 전자저널의 주제를 범주화하여 주제별 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이다 주제구분은 연세대학교의 학과 구성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범주화하였다.

⑧ 수록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전자저널인지를 기술하는 항DB -
목이다.

⑨ 신청학과 학과에서 신청하여 구독하는 저널이라면 어느 학과의 신청저-
널인지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이용자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사서만이 업,
무용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이다.

⑩ 이용자알림 전자저널 이용시 이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기술하는-
항목이다.

⑪ 관리자노트 기타 업무용으로 기록할 사항을 위한 항목이다- .

기사 메타데이터의 항목3.1.4
책자형 저널은 구독하지 않고 원문으로만 구독하는 저널의 기사들은

의 연속간행물 시스템에 체크인을 하고 연동관계를 설정하여 권호정Maestro-Y
보의 간략화면에서 해당호에 게재된 기사의 메타데이터와 원문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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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사명 서명의 항목명을 자료유형에 맞게 설정하였다 공통항목의 서명- (
에 해당).

② 수록잡지명 수록권호 해당기사의 수록저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항, -
목으로 검색의 간략정보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잡지의 이 있, , URL
을 경우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할 수 있다.

③ 소장여부 책자형 저널이 아닌 원문 파일의 형태로만 소장하고 있더라도-
소장자료로 간주하여 표시한다.

④ 수록잡지 식별번호 저널고유번호 동일저널의 기사는 수록저널마다 부( ) -
여된 고유한 식별번호에 따라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의 연속간행물 서지 레코드와 자동으로 참조연동관계를 맺게Maestro-Y
된다 이렇게 연속간행물 서지와 자동연동된 후에는 소장 권호정보를 비교.
하여 각 권호마다 해당 기사 레코드들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⑤ 기사식별번호 기사제어번호 한 기사에 대해서 체크인 정( ) - Maestro-Y
보 의 기사 색인 시스템 의 기사시스템에 동일한 식별번, Maestro-Y , YDL
호가 부여되어 메타데이터 간의 연동관계 설정시 사용된다 이 번호는.

의 기사 레코드와 의 기사 메타데이터 및 기사 원문의Maestro-Y YDL
파일을 자동연결하는 고유 키값이 된다PDF .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의 항목3.1.5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는 VOD(Video On Demand), AOD(Audio On Demand)
자료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동영상 편집 구간별 대표화면 추출 및 내용 설명, ,
의 입력작업은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
① 제작사 원본 실물자료의 제작처를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공통항목의- (
발행처에 해당).

② 멀티미디어주제 검색에서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을 제공하기 위한- VOD
것으로 메타데이터 작성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제범주를 수

록해 놓았다.
③ 재생시간 재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

고서 메타데이터의 항목3.1.6
고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 구성을 하였다 레. MARC
코드와의 매핑정보에는 최근 확정된 고서용 을 반영하였다KORMA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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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본 고서 을 참고로 하여 인쇄에 사용된 활자의 종류( ) - MARC刊寫本

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판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한 항목이다. 高麗
등 활자종류별로 디렉토리 서비스도 가능하다, , .鑄字 癸未字 庚子字

② 권책장수 권책수 면장수를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 - ,卷冊張數

③ 판식 의 종류 크기 계선 행자수 판구 어미를 기술하기 위( ) - , , , , ,版式 匡郭

한 항목이다.
④ 서발문 서문 발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 - , .序跋文

⑤ 원본소장처 이미지로 원문을 제공하는 자료의 실물 원본( ) -原本所藏處

책자형 고서 의 소장처를 기술해 주는 항목이다( ) .
⑥ 고서주제 고서 검색에서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을 제공하기( ) -古書主題

위한 것으로 고서의 특성을 살려 적절하게 주제구분을 하였다, .
⑦ 자료소개 국학 관련 전문 연구자가 작성한 각 자료에 대한( ) -資料紹介

해제를 수록하였다.
⑧ 참고문헌 해당자료에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 리스트를 제공하( ) -參考文獻

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자료라면 서지정보 및 소장정보를 원문을 제공,
하는 자료라면 원문의 메타데이터와 연결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⑨ 사이트 참고사이트 해당자료에 관한 인터넷 웹 사이트를 기술하고( ) -參考

연결시켜 바로 열어 볼 수 있게 하였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항목3.1.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CD-ROM .
① 명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공통항목의 서명DB - (
에 해당).

②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주제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
③ 이용안내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다- , .
④ 제공시작년 마감년 구독 계약이 유효하여 제공가능한 기간을 기술하는, -
항목이다.

⑤ 형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베이스DB - ,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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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술하는 항목이다.
⑥ 학술 주제 각 데이터베이스를 연세대학교의 개설학과를 위주로 하여DB -
적절한 주제 영역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디렉토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⑦ 제공정보 색인 초록 파일 등 제공되는 형태를 선택하는- Full Text, , , PDF
항목이다.

웹 학술정보 메타데이터의 항목3.1.8
지능형 웹 에이전트 시스템이 수집해온 인터넷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

이터이다 웹 에이전트 시스템은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 정보 제. /
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한 관련 키워드나 웹 문서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인터

넷 정보를 수집해온다 이렇게 수집된 인터넷 정보는 자동으로 내용 분석되어.
메타데이터로 작성된다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서는 강의 관. /
리와 더불어 자동작성된 메타데이터도 검토 수정 평가해야 한다, , .
① 제목 웹 문서의 제목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공통항목의 서명에 해당- ( ).
② 문서별명 제목 이외의 다른 명칭이 있으면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
동작성 항목은 아니다.

③ 키워드 문서에서 자동추출된 키워드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
④ 문서형식 등의 문서형식을 기술하는 항목이- HTML, XML, TEXT, DOC
다.

⑤ 문서설명 문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기 위한 항목이다- .
⑥ 해당 문서의 을 입력하기 위한 항목이다URL - URL .
⑦ 웹 학술정보 주제 수집된 웹 문서를 주제 분류하여 주제별 디렉토리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이다 주제는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과 연계. /
되어 자동분류된다.

⑧ 채널 강의 연구지원 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한 인터넷 정보 프로파일 넘ID - /
버를 위한 항목이다.

⑨ 순위 해당 강의에 관한 적합성 알고리즘 및 우선순위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된 인터넷 문서에 순위가 기록되는 항목이다 이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순위가 자동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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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보 메타데이터의 항목3.1.9
강의 연구정보 지원시스템에서 학기가 마감되면 수업계획서를 비롯한 강의정/
보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반입되면서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① 강의명 강의 제목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공통항목의 서명에 해당- .( ).
② 담당교수 강의의 담당교수명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통합검색시 담당교수- .
의 다른 저작물과 함께 강의정보도 같이 검색된다.

③ 수업목표 및 개요 수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항목이다- .
④ 개설학과 강의를 개설한 학과를 기술하는 항목이다- .
⑤ 개설학기 강의가 개설된 학년도와 학기를 기술하는 항목이다- .
⑥ 주교재 부교재 각 주차 교재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를 기술하기 위한, , -
항목이다 소장자료인 경우에는 서지정보 및 소장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
원문이 있는 자료는 원문까지 제공한다.

브라우징 검색을 위한 자료유형별 디렉토리 구성3.2
자료유형별 단위검색시 유용한 브라우징 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유형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조직한 주제분류표를 적용하였다 일관성이나 체계성 면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자료의 특색에 맞는 디렉토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디렉토리를 구성하였다.
① 학과코드 학위논문 검색시 제공되는 것으로 학위가 수여된 학과별 코드-
를 부여하여 주제분류검색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② 전자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 주제 의 강목 연세대학교의 개, , VOD - DDC ,
설학과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주제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주제항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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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저널의 주제분류[ 9]

③ 고서 주제 연세대학교의 특성화 연구과제인 국학분야에 적절하게 새로운-
주제체계를 만들었다.

그림 고서의 주제분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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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웹 학술정보 주제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 분야분-
류체계연구를 인문사회과학분야는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를 참고하고, ,
연세대학교 개설학과 분류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의 계층, DDC 3
구조로 세분된 총 항의 주제항목을 구성하였다 단계는 인문학 어문1,252 . 1 ,
학 사회과학 경영 경제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예술과 체육으로 나누, , , , , ,
고 단계는 좀더 세분하여 항목 구성을 하였다2, 3 .

그림 인문학 분야의 웹 학술정보 주제분류[ 11]

메타데이터의 제한점 및 향후 발전계획4. YDL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구현한 메

타데이터의 특징 및 그 작성방법과 구성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에서는 데이터와 차별되는 메타데이터 특유의 유연성과 확YDL MARC
장성을 살려 메타데이터 체계를 만들었다 메타데이터는 우선 웹 학술정보. YDL
웹 문서 강의 연구정보 웹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레코드로는 표( ), / , MARC
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메타데이터로 기술하였다는 점 그리고 물,
리적 형태가 없는 네트워크상의 불안정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데이터MARC
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도 통합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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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장.
점을 살린 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YDL
이용자에게 정보기술의 발전을 최대한 수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방대한 양의 웹 학술정보를 수집 제공하면서 동시에 를, , Dead Link
자동 관리할 수 있고 저작권 설정 정보에 의해 자료의 공개 비공개 제한 공개, , , ,
한시적 공개를 또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자저널은 구독계약의 변경사,
항이 있을 때 구독재개를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이용자

검색에서만 제외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의 여러가지 장점을 살려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메타데이터 체계에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YDL .

첫째 의 매핑정보가 제한적이다 과의 매핑정보를 식별기, DTD MARC . MARC
호 단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완벽한 호환을 위해서는 항목구성을 보다 상세

하게 하고 용 용을 구분하여 를 작성하여야 하나 현USMARC , KORMARC DTD
재는 통합검색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생략하여 적용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가 입력되어 사용중인 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이 불, DTD
가능하다 새로운 항목의 추가는 가능하지만 색인생성정보 항목명의 변경 항목. , ,
의 출력순서 등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의 초기 생성시 가능한 한 모든 사DTD
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꼭 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경. DTD
우에는 새로운 를 작성하여 그 시점부터 따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DTD .

의 관리가 자료유형에 따른 단위시스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색에는DTD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셋째 의 편집기에는 항목별 매핑정보와 더블린 코어, YDL DTD MARC
의 매핑정보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고(Dublin Core : DC)

있지 않다 앞으로는 더블린 코어와 같은 표준적인 성격을 지닌 메타데이터 및.
그 외의 다른 메타데이터와도 상호 호환됨은 물론 통합검색까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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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사회 발달상 인간은 집단적 생활을 시작으로 부락을 형성해 갔으며 그 부락,
전체는 동일한 혈족 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군서( ) . ( )血族 群棲

생활을 하였으므로 한 군 의 혈족 은 씨족 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 ) ( ) ( )群 血族 氏族

며 이들 단체가 생장하여 부락을 이뤄 나갔고 다시 국가를 형성해 갔다, .
중국에서는 수 당 이전에 관 에는 부장 이 있고 각 집에는 보계( )· ( ) ( ) ( )隋 唐 官 簿狀

가 있어 관 에서 관리를 선출할 때 그 부장 을 보고 선출하였으며( ) ( ) ( )譜系 官 簿狀

각 집의 보계 는 혼인할 때 썼다( )譜系 2)고 한다.
하 은 주 이전에는 성씨 가 둘로 나뉘어 남자는 라 칭했고( )· ( )· ( ) ( )夏 殷 周 姓氏 氏

여자는 이라 하였다 는 귀천을 가리는 것으로 귀한 자는 가 있고 천한.姓 氏 氏

자는 가 없이 이름만 있었다氏 3)고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고서전문원(bongsk@www.nl.go.kr)
2) 이현희 한국의 역사 씨족중심의 사회와 성씨 한국교육문화사, 14, “ ”, , 1994, p.119.『 』

3) 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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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엔 가 없었다 오직 이름만으로 행세했다 특. .姓氏

히 고대 킬트사회 같은데서는 자기네들끼리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지배자로서

남을 압박했기 때문에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발전하였다 따라서 혼인도 혈족혼.
인으로서 지지한 발전밖에 하지 못했다.4)
삼국 중에서 고구려는 처음부터 한인 들과 접촉하였으므로 그들과 같이( )漢人

성씨 를 붙였고 사성 도 하여 문화의 발전이 빨랐다 반면 신라는 늦( ) ( ) .姓氏 賜姓

게 문화적인 국가와 교통하였으므로 늦게야 성 을 쓸 줄 알아 사회도 늦게서( )姓
야 진일보했다 또한 다른 성 도 생겨났으며 한편 중국을 모방하여 점차 성씨. ( )姓

가 많아 졌다( ) .姓氏 5)
이와 같이 성씨 가 생겨나고 발달함에 따라 보계 의 발생은 필연이( ) ( )姓氏 譜系

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첩 은 서양에서도 있었다고 하나 동양의 보첩. ( ) (譜牒 譜

과 같은 것이라기보다 대체로 개인의 가계사 와 같은 것이며 동양에) ( ) ,牒 家系史

서의 보첩 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있었다( ) (BC 206 220)譜牒 ∼ 6)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첩 은 고려시대 왕실의 계통을 밝히는데서 시작되어 시대( )譜牒

적 상황에 따라 발전해 오다가 세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보첩 이 시15 ( )譜牒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기 이후로는 양반제의 발달과 함께 보첩. 17 ( )譜牒

의 간행이 활발해졌다 이후 보첩 의 간행은 일반화되었으며 많은 발전을. ( )譜牒

가져오다 신분제가 붕괴된 한일합방부터 광복전까지의 시기인 일제시대에 이르

러 가장 성행하게 되었다.7)
따라서 보첩 은 단지 지나온 사람들의 인명을 기록해 두는 한 집안의 유, ( )譜牒

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많은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특. ,
히 역사와 인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학문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인물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개인사 가족사 연구 등에 있어( ), ( )個人史 家族史

서 보첩 은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譜牒

또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전적자료 중 현대에도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첩 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자료 이( ) .譜牒

용자중 퍼센트가 보첩 을 열람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76 ( )譜牒

다.

4) 이현희, 前揭書
5) 이현희, 前揭書
6) 서울, , , : , 1971, p.28.崔德敎李勝羽 編著 韓國姓氏大觀 創造社『 』

7)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중에서도 일제시대에 간행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譜牒

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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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므로 필자는 보첩 의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보첩 의 의미( ) ( ) (譜牒 譜牒 意

와 유형 보첩 의 체재구성 을 살펴본 뒤 국립중앙도서관) ( ), ( ) ( )味 類型 譜牒 體裁構成

에 소장된 보첩현황( )譜牒現況 8)과 이용 및 수집현황을 밝힘으로써 계보학연구자
및 보첩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이용 연구를 기대하고( ) ( ) · ,系譜學硏究者 譜牒

한편 향후 보첩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譜牒

의 와2. 譜牒 意味 類型

2.1 意味
이란 한 종족 의 계통 을 부계 중심으로 알기 쉽게( ) ( ) ( ) ( )譜牒 族譜 種族 系統 父系

체계적으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보첩 을 통하여 종적 으로는 시조( ) ( )譜牒 縱的

로부터 현재의 동족원 까지의 세계 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 ) ( ) ( ) ,始祖 同族員 世系

적 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원근 의 관계를 알( ) ( )橫的 親疎遠近

수 있다 따라서 동일 혈족 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여 가. ( ) ( )同一 血族

통 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 . ,家統

종중 의 단합과 사회통합적 순기능 을 지닌다고 볼 수( ) ( ) ( )宗中 社會統合的 順機能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의 출판물 중 보첩 발간이 가장 성행하였다는 것( )譜牒

만 보아도 알 수 있다.9)
보첩 의 기원은 원래 중국의 육조 시대부터 시작( ) ( BC 771 BC 256)譜牒 六朝 ∼

되었는데 이는 제왕 년표를 기술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보첩 을 갖( ) ( )帝王 譜牒

게 된 것은 한 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현량과 제도( ) (BC 206 220) ( )漢 賢良科∼

를 설치하여 응시생 의 내력과 그 선대 의 업적 등을 기록한( ) ( ) ( )應試生 先代 業績

것이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송 의 대문장가인 소순. ( 960 1126)北宋 ∼

소식 소철 에 의해서 편찬된 보첩 은 그 후 모든 보첩( )· ( )· ( ) ( ) (蘇洵 蘇軾 蘇轍 譜牒 譜

편찬의 표본이 되었다) .牒 10)

8) 보첩 은 계속해서 수집되는 관계로 조사 시점을 년 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 2000譜牒

소장된 에 한한다.譜牒

9) 백운관 부길만 공저 한국출판문화변천사 티레· , , , 1997『 』

10) 이현희,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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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의종 때 김관의( ) ( )毅宗 金寬毅

가 지은 이 그 효시 라 할 수 있다( ) .王代宗錄 嚆矢『 』 11) 보첩 편찬은 처음( )譜牒

에 왕실의 계보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인의 보첩 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발, ( )譜牒

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보첩 이 제대로 구성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 ( )譜牒

태를 갖추기 전에는 필사본 인 가승보 또는 가첩 에 의하여( ) ( ) ( )筆寫本 家乘譜 家牒

가계 를 이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실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 ) ,家系

서 보첩 을 만든 집안은 문화류씨 로써 영락보 세종 년( ) ( ) ( , 5譜牒 文化柳氏 永樂譜

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서문 만 남아 있으며 안동권씨1423) 1 ( ) , (序文 安東權

성화보 성종 년 는 권으로 된 도보 이고 다음에 나온 문) ( , 7 1476) 2 ( ) ,氏 成化譜 圖譜

화류씨 가정보 명종 년 는 목판 으로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 7 1562) ( )嘉靖譜 木板

있다 문화류씨 가정보 에는 남 녀 의 차별을 두지 않고 출생 순. ( ) ( ), ( )嘉靖譜 男 女

으로 기록한 것이라든지 여자가 개가 한 사실까지 기록해 놓아 조선후기의( )改嫁

보첩 과는 대조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양반 집에서 개가( ) . (譜牒 改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다른 문중에서 보첩 을 편찬) . ( )嫁 譜牒

할 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2.2 類型
보첩 의 유형으로는 크게 나누어 대동보 족보 세보( ) ( ), ( ), ( ),譜牒 大同譜 族譜 世譜

파보 가승보 계보 만성보 가 있다 이 모두를 일반( ), ( ), ( ), ( ) .派譜 家乘譜 系譜 萬姓譜

적으로 족보 라 통칭하여 명명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보첩 의 한( ) ( )族譜 譜牒

유형 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 ) .類型

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는 용어 대신에 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 ’ ‘ ’族譜 譜牒

겠다.

(1) 大同譜
대동보 는 같은 시조 밑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 ) ( ) ( )大同譜 始祖 中始祖

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것으로 한 성씨 의 시조( ) , ( ) ( )本貫 姓氏 始祖

이하 동계혈족 의 동족간에 분파 된 파계 를 한데 모아 집대( ) ( ) ( )同系血族 分派 派系

성 한 것이다 또 각 파 의 분파조 는 시조 로부터 몇 세( ) . ( ) ( ) ( )集大成 派 分派祖 始祖

계 이며 어느 대 에서 분파 되어 파조 가 되었는가를 한눈에( ) ( ) ( ) ( )世系 代 分派 派祖

알아 볼 수 있도록 계통 을 수록한 것을 말한다 즉 본관 은 각기 다( ) . ( )系統 本貫

르되 시조 가 같은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 으로 대보( ) ( ) , (始祖 譜冊 大

11) · , .崔德敎 李勝羽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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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 12) 대종보, ( )大宗譜 13) 대동세보, ( )大同世譜 14) 대동종보, ( )大同宗譜 15)라고도 한
다.

(2) 族譜
족보 는 관향 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 를 수록한 보첩( ) ( ) ( ) (族譜 貫鄕 世系 譜

으로 동족 의 발원 에 대한 사적 과 선조 로부터 본인에) , ( ) ( ) ( ) ( )牒 同族 發源 史蹟 先祖

이르기까지 명 휘 호 등 사략 을 자세히 수록하여 종족의 근원( ), ( ), ( ) ( )名 諱 號 事略

을 밝히고 자랑스런 선조의 행적 과 동족간의 소목 을 알려 화애돈목( ) ( )行蹟 昭穆

함을 목적으로 편수 한 것이다 따라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 ) ( ) .和愛敦睦 編修

고 가계 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 이라 할 수 있다( ) ( ) .家系 譜冊 族譜○○ 16)로 나
타낸다.

(3) 世譜
세보 는 한 종파 이상이 시조 이하 각 파계 를 동보( ) ( ) ( ) ( ) (世譜 宗派 始祖 派系 同

합보 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 만이 수록되었을 경우이며 대)· ( ) ( ) ,譜 合譜 派屬

부분 동일 계파 의 계통 만을 수록하는 경우라도 상계 에서 각( ) ( ) ( )系派 系統 上系

분파조 를 밝히거나 분파조 의 사략 등을 명기한 것이며 이( ) ( ) ( ) ,分派祖 分派祖 事略

를 세지 라고도 한다( ) .世誌 世譜○○ 17)로 나타낸다.

(4) 派譜
파보 는 동일 선계 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분파 된 어느 한( ) ( ) ( )派譜 先系 分派

파속 만의 명 휘자 이름자 와 사적 을 상세히 수록한 것이며( ) ( )· ( ) ( ) ,派屬 名 諱字 事蹟

동일 의 동족은 빠짐없이 보첩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파손( ) ( )派系 譜牒 派孫

으로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책 이라 할 수 있다( ) .譜冊 波譜○○ 18), 派世○○

譜19), 派族譜○○ 20) 등으로 나타낸다.

12) 한 가58- 5-199 / , 1929.古朝 慶州金氏大譜 金敎準 刊編

13) 한 가58- 5-203 / , , , 1928.古朝 慶州金氏大宗譜 金昌魯 刊編 慶州 崇惠殿

14) 한 가58- 5-172 / , , , 1925.古朝 金海金氏大同世譜 金雲培 刊編 慶州 金山齋

15) 한 가58- 5-225 / , , 1928.古朝 水原金氏甲戌大同宗譜 金均 刊編 開城

16) 한 가58- 5-491 / , , , 1939.古朝 光山金氏族譜 金肯鉉 刊編 長城 碧湖亭

17) 2518-32-5 / , , 1926古 河陰奉氏世譜 奉鎭華 刊編 高敞

18) 한 가58- 5-184 / , , 1924.古朝 安東金氏派譜 金敏相刊編 扶餘

19) 한 가58- 13-126 / , 1937.古朝 慶州崔氏文密公派世譜 崔昌德 編

20) 한 가58- 33-213 / , 1934.古朝 全州李氏德源君派族譜 李益中 刊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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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乘譜
가승보 는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 ) ,家乘譜

계 존속 과 비속 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 ( )尊屬 卑屬

편찬 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승보 의 수록 내용을 보면 일( ) ( ) . ( )譜牒 編纂 家乘譜

반적으로 본인의 고조부 이하는 전부 수록하여 재종 삼종( ) ( ), ( ),高祖父 再從 三從

형제자매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고조 이상은 직계선조. ( ) (高祖 直

만을 수록한다) .系先祖 派家乘○○ 21), 家乘譜○○ 22), 家譜○○ 23), 派家乘世○○

系24), 世乘○○ 25), 家乘○○ 26) 등으로 나타 낸다

(6) 系譜
계보 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系譜

나타내는 도표 로서 시조 이하 분파 된 각 파조 까지 수록( ) ( ) ( ) ( )圖表 始祖 分派 派祖

한 분파계열도 또는 파조 이하 본인까지 수록한 것 등을 계열( ) ( )分派系列圖 派祖

도 라 하여 세계 의 도표 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 ) ( ) .系列圖 世系 圖表 系○○

譜27), 圖譜○○ 28), 世系○○ 29) 등으로 나타낸다.

(7) 萬姓譜
만성보 는 만성대동보 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보첩( ) ( ) , ( )萬姓譜 萬姓大同譜 譜牒

에서 관향별 시조 이하 중조 파조 등을 요약하여 집대( ) ( ), ( )貫鄕別 始祖 中祖 派祖

성한 것으로 보첩 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 ( ) .譜牒 辭典 朝鮮氏族統譜『 』30),
萬姓大同譜『 』31), 靑丘氏譜『 』32) 등이 있다.

21) 한 가58- 11-25 / , 1934.古朝 安東權氏守拙堂派家乘 權世容 編

22) 한 가58- 9-4 / , 1924.古朝 豊山洪氏家乘譜 洪承殷 編

23) 한 가58- 5-380 / , 1936.古朝 金海金氏家譜 金址沃 刊編

24) 한 가58- 50-117 / , , 1929.古朝 遂安桂氏鳳谷松派家乘世系 桂冀夏 刊編 宣川

25) 2518-45-29 / , , 1923.古 順興安氏世乘 安馨鎭 刊編 論山

26) 한 가58- 11-30 / , , 1938.古朝 安東權氏家乘 權宅周 刊編 咸興

27) 한 가58- 16-22 / , , 1938.古朝 鵝州申氏系譜 申漢紹 刊編 義城

28) 2518-70-3 / , , , 1960.古 東來鄭氏圖譜 鄭華 編 大邱 東華出版社

29) 한 가58- 5-145 / , , 1927.古朝 慶州金氏世系 金基濟 刊編 論山

30) 한 58-4 , , 1924.古朝 尹昌鉉 編 漢城圖書株式會社

31) 한 58-1 , 1931.古朝 尹稙求 編

32) 한 58-2 , , , 1926.古朝 宋其夏 編 密陽 陟瞻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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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其他
이 밖에 보첩의 성격을 띤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金海金氏譜略33) 등이 있다.
한편 가보 와 가첩 은 보첩 의 편찬된 형태나 내용의 표현이 아( ) ( ) ( )家譜 家牒 譜牒

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 을 말한다( ) .譜牒

의3. 譜牒 體裁 構成

보첩 을 펼쳐 보면 다양한 편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첩 의 종류( ) , ( )譜牒 譜牒

나 크기에 따라서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편집은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성씨에 따라 구서 까. ( )舊序

지 다양하게 수록한다든가 선세유적 을 많이 넣어서 간행한다든가 하( )先世遺蹟

는 등의 형식을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문이 번창한 명문 대가일수록 본문의 계

보표 앞에 여러 내용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 .系譜表

(1) ·序文 跋文

보첩 상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구성을 보면 가장 먼저 서문 이 나오( ) ( )譜牒 序文

는데 이는 머리말로 자랑스러운 가문 과 조상 의 숭고 한 정신을, ( ) ( ) ( )家門 祖上 崇高

고취 시키고 보첩 간행의 중요성 및 긴요성 을 강조하는 것이( ) ( ) ( )鼓吹 譜牒 緊要性

며 보통 라 하여 보첩 의 명칭으로 삼는다 발문 은 서문과 거, ‘ ’ ( ) . ( )譜 譜牒 跋文○○

의 다름이 없으나 다만 편찬의 경위가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은 다른 동족일지라도 세상에 이름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있으·序 跋文

나 흔히 직계 후손의 학식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 .
간이 지남에 따라 증보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보 의 와· ( )舊譜 序

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 발문 은 본문 가장 마지막에 편집하는 것이 보. ( )跋 跋文

통이다.

33) 한 가58- 5-4 , , 1916.古朝 金相千 刊編 京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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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圖表
시조나 중시조의 선영 이 있는 산의 위치와 모습을 그린 분묘도( ) ( ),先塋 墳墓圖

혹은 선조 중 뛰어난 분의 묘산도 등을 수록하거나 시조 발상지( ) ( ) ,先祖 墓山圖

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 의 약도 등을 수록한다 간혹 영정 등, ( ) . ( )宗祠 影幀

도 있다.

(3) 凡例
일반 서적의 범례와 같은 편수기록의 차례를 명시한 것인데 기록의 내용을 아

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며 보첩 의 편집방침이나 여러 가지 규칙을 밝, ( )譜牒

히고 특히 족인 의 자격이나 종족 및 동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동, ( )族人

족조직의 성격을 밝히는 자료가 된다 대다수의 보첩 에는 범례가 있는데. ( )譜牒

개중에는 몇 줄 되지 않는 범례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보첩 은 수십조( ) (譜牒 數

에 달하는 범례가 있다) .十條

(4) 史傳
시조 나 중시조 혹은 가문을 빛낸 자손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 ( )始祖 中始祖

전기 묘지 제문 행장 언행록 연보 기( ), ( ), ( ), ( ), ( ), ( ),傳記 墓誌 祭文 行狀 言行錄 年譜

지 등이 기록된다 또한 시조전설 득성사적 향관( ), ( ) . ( ), ( ),記 誌 始祖傳說 得姓事蹟

지명 의 연혁 분파 의 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한( ), ( ) ( ), ( )鄕貫 地名 沿革 分派

다 간혹 그 조상에게 조정에서 내린 조칙이나 서문 이 있으면 명예롭게 이. ( )書文

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문벌을 중시하던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내세울 수 있는 조상은 모두 그 행적을 수록하였다고 보는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5) ( , , )本文 系譜表 世系 世表

보첩 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질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문( ) ( ) .譜牒 全帙

발문 도표 범례 기 지 사전 등은 첫째( ), ( ), ( ), ( ), ( ), ( ), ( )序文 跋文 圖表 凡例 記 誌 史傳

권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보표 로 이루어져 있다( ) .系譜表

본문 에는 시조 와 비조 로부터 시작하여 종계 일 경우 단( ) ( ) ( ) ( ) 1本文 始祖 鼻祖 縱系

을 같은 대 로 하여 보통 단 등도 있다 으로 되어 있는( ) ( ) 6 ( )(4, 5, 7, 8 )段 代 段 段

데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 면으로 옮아간다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이어서 출, .
생과 사망 연도가 표시된다 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 이란 뜻의 조요( ) . 20 ( )卒 夭折

라 표시하고 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 세가 넘어 사망하( ) 70 ( ), 70早夭 享年

면 수 라 하고 방서란 에 기록한다 횡계 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 ) ( ) . ( )壽 旁書欄 橫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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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록한다.
시호 와 관직 이 기록되고 비필 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 ) ( ) ( )諡號 官職 妃匹

데 보통 배 자 만을 기록하며 본관 과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 ) , ( )配 本貫

된다.
또한 묘소 가 기록되는데 소재지 와 방위 그리고 석물( ) ( ) ( ) ( )墓所 所在地 方位 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출후, ( ) . ( ),合葬 出后

출계 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양자 로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 ( ) ,出繼 養子

사람은 계자 또는 계자 라 기록되며 서얼 로 입적 되었을( ) ( ) ( ) ( )繼子 系子 庶孼 入嫡

경우에는 승적 이라고 표시한다( ) .承嫡

장차 의 순서 표시는 일반적으로 천자문 의 문자 를 사용하( ) ( ) ( )張次 千字文 文字

고 있는데 상변란 위쪽에 표시하고 있다( ) .上邊欄

(6) 編修者 名記
대개는 보첩 의 편수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수록한다 일반적으로 임( ) .譜牒

원록( )任員錄 34) 유사록, ( )有司錄 35) 임사록), ( )任司錄 36) 등의 항목으로 보첩( )譜牒

편찬의 총책임자인 도유사 도장 등을 앞세워 편수에 관련된 명단( ), ( )都有司 都長

을 기록하고 있다 보첩 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는 것이 보통이며 장. ( )譜牒

판기 인출기 등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 ( ) .藏版記 印出記

34) 2518-45-58 / , , , 1958.古 竹山安氏族譜 安鍾泰 等編 咸平 存誠齋

35) 2518-52-43 / , , , 1822.古 咸平吳氏世譜 吳鳳淳 刊編 公州 柯亭

36) 2518-52-58 / , , 1918.古 樂安吳氏派譜 吳景 等編 東巖向陽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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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4. 譜牒 現況

4.1 所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보첩 은 년 해방 이전에 조선총독부( ) 1945 (譜牒 朝鮮總

에서 수집 정리된 고서보첩) ( )督府 古書譜牒 37)이 있으며 해방 후 수집되어 박봉,
석한국십진분류표 에 의해 정리된 고서보첩 과 양장보첩(KDCP) ( ) (古書譜牒 洋裝譜

)牒 38)이 있다 한편 양장보첩 으로 분류되어 한국십진분류표 에. ( ) (KDC)洋裝譜牒

의해 정리되는 납본 기증 의 보첩 이 있으며 납본 기증이 되더( ), ( ) ( ) , ,納本 寄贈 譜牒

라도 형태가 선장본 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서로 분류되어 박봉석한( )線裝本

국십진분류표 의 분류표 를 적용하여 정리되고 있다(KDCP) ( ) .分類表

소장된 보첩 중 내용상 가장 오래된 보첩 은 조선 년 에( ) ( ) 7 (1476)譜牒 譜牒 成宗

간행 된 안동권씨세보( ) ( )刊行 安東權氏世譜 成化譜39) 책으로 규장각 에3 ( )奎章閣

소장40)된 것을 년 영인 한 이며 원본으로는 반남박씨세보1991 ( ) , (影印 譜牒 潘南朴

)氏世譜 41)로 년에 간행 된 목판본 책이 있다1683 ( ) ( ) 1 .刊行 木板本

중엽부터 출현한 보첩 은 중엽에 이르는 약 동안에15 ( ) 17 2世紀 譜牒 世紀 世紀

간행되었던 것은 오늘날의 보첩 과는 그 성격을 약간 달리 하였다 오늘날( ) .譜牒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합동계보 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어느( )合同系譜

한 개인이 자기의 가승 을 주축으로 그것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家乘

후반기 무렵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계기록 의 보존17 ( ) ( )世紀 後半期 家系記錄

수단으로서의 보첩의 이용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보첩 에 의존하게 되었( )譜牒

다 그 결과 보첩 은 의례 씨족원 공동의 발의 와 공동의 노. ( ) ( ) ( )譜牒 氏族員 發議

력 즉 보첩 에 수록될 명단 및 관련 기사 의 작성제출과 보첩 의, ( ) ( ) ( )譜牒 記事 譜牒

편찬 및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 를 분담하여서 편찬 간행되었으며( )經費 42) 이후
한일합방 까지 계속 된다( ) .韓日合邦

37) 장정의 형태가 우리나라 전통적 제본양식인 을 사용하여 선장의 형태를 하고五針眼訂法

있는 .譜牒

38) 년 이후 간행된 것으로 장정형태가 오늘날의 서양식 제본형태를 갖추고 있는1945 .譜牒

39) 2518-07-21 .古 安東權氏世譜 成化譜

40) 규장각 9291 Se61av.1-3古貴

41) 2518-25-189古 潘南朴氏世譜

42) 에 있어서의 의 와 그, “ ”, 87, 1981, p.100.宋俊浩 韓國 家系記錄 歷史 解釋 歷史學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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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일제치하 에 있어서는 이민족 의 지배 때문에( ) ( ) ( )日帝治下 異民族 支配 學

이나 일반사회문제의 연구보다도 관심이 동족결합 에 쏠리게 되어( )問 同族結合

보첩 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던 때가 있었다( ) .譜牒 43)
한편 일제시대 에는 조선총독부 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 ( )日帝時代 朝鮮總督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보첩 이 발간되는 대로 납본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 ) .譜牒

수집된 보첩 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보첩 발간도 많았( )譜牒

음을 알 수 있다.44)
우리나라 성씨 는 년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성 본관( ) 1971 259 ( ) 1,100 (姓氏 姓 本

으로 나타났다) .貫 45) 그러나 년 뒤 년 경제기획원 조사 기준에 따르면14 1985 16
개 이 늘어난 개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년 월275 . 2000 12姓 姓

현재까지 구입 기증 또는 납본 영인 의 방법으로 도서관( ), ( ) ( ), ( )購入 寄贈 納本 影印

에 들어온 보첩 은 개 성 에 이른다 아직 소장하지 못한 성씨( ) 151 ( ) . ( )譜牒 姓 姓氏

는 성 이나 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첩 의 종124 ( ) , ( )姓 譜牒

수 는 년 말 현재 종( ) 2000 8,580種數 46)으로 자세한 조사내용은 별첨자료(譜牒現
에서 볼 수 있다)況

상위 위< 1> ( 5 )表 姓氏別 譜牒所藏 現況

姓氏 總 本數 所藏 本數  所藏 種數 全體比率

金 348 115 2207 25.72
李 108 98 1265 14.74
朴 44 37 748 8.72
崔 44 34 388 4.52
鄭 29 22 278 3.24

合 計 475 306 4886 56.42

43) 및 을 으로, “ : ”,趙婷化 族譜資料 現況 運營方向 國立中央圖書館 中心 蒼史李春熙敎授定『

, 1979.年紀念論叢』

44) , .趙婷化 上揭書

45) · ,崔德敎 李勝羽 前揭書

46)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책수는 조사하지 않음·洋裝 古書譜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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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씨가 총 중 에 이 소장되어< 1> 348 115 2,207表 金 本 本 種

있으며 본이 미소장 이다 씨는 중 에 이 소장되, 233 ( ) . 108 98 1,265未所藏 李 本 本 種

어 있고 이 미소장이다 그 다음은 의 순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알, 10 . , ,本 朴 崔 鄭

수 있다 이들 개 성씨가 전체 소장 보첩 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5 ( )譜牒

다.

의 이상< 2> (100 )表 單一 本貫 姓氏 譜牒 所藏現況 種

姓 金 朴 李 金 姜 李 金 尹 崔 權 申 韓 金 合計 比率

本 貫 金海 密陽 全州 慶州 晋州 慶州 光山 坡平 慶州 安東 平山 淸州 金寧 13  
種 數 657 472 463 392 202 166 160 151 124 118 116 105 103 3229 37.63

단일 본관 으로서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성씨 는 개 성( ) 100 ( ) 13 ( )本貫 種 姓氏 姓

으로 전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63 .
단일 본관 의 성씨별 로 보면 김해김씨 가 의( ) ( ) ( ) ( ) 657單一 本貫 姓氏別 金海金氏 種

소장 종수 를 보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밀양박씨 전주( ) ( ) , ( ),所藏 種數 密陽朴氏

이씨 경주김씨 순으로 조사되었다( ), ( ) .全州李氏 慶州金氏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전체고서는 현재 약 만여 책의 고서를 소장24
하고 있는데 이중 고서보첩 소장 은 에서 보는 바와 같, ( ) ( ) < 3>古書譜牒 所藏 表

이 년 말 현재 퍼센트를 차지하는 총 종 책으로 양장보첩2001 11.07 6,432 26,575
여종을 합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보첩 소장 도서관( ) 2,300 ( )洋裝譜牒 譜牒

임을 알 수 있다.

< 3>表 古書譜牒 所藏 現況

蒐集時期   種 數   冊 數

1945年以前 2,459 11,837
1946 2001年 年∼ 3,973 14,738

  合 計 6,432 26,575

4.2 蒐 集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 납본 구입 영인 의 방법( ), ( ), ( ), ( )寄贈 納本 購入 影印

으로 보첩 이 수집되고 있다 근래에 만들어지는 보첩 은 기증 되( ) . ( ) ( )譜牒 譜牒 寄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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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납본과에서 납본 의 방법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장정( )納本

의 형태가 선장본 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고서로 분류되어 고서( ) ( )裝幀 線裝本

로 취급 정리된다.
반면 양장보첩은 동양서로 분류되어 정리 이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양장보첩.

으로 구분되어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외 로 하고 고서보첩( ) ( )洋裝譜牒 論外

으로 분류되어 수집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 .古書譜牒

먼저 고서구입 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서구입( )古書購入

항목 으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고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최근( ) , 11古書購入項目

년간 연도별 전체고서 구입대비 보첩 구입 현황을 보면 퍼센트 이상을( ) 40譜牒

보첩 구입에 할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장 많은 책( ) . 789譜牒

의 보첩 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도에도 책의 보첩 을( ) , 1998 765 ( )譜牒 譜牒

구입하였는데 이는 날로 보첩 의 이용 수요가 많아지는 것과 함께 집중적( )譜牒

으로 보첩구입 에 힘을 쏟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譜牒購入

다 특히 고서보첩 은 다른 고서와 달리 종수 에 비해 책수. ( ) ( ) ( )古書譜牒 種數 冊數

가 많은 거질 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년 간 년도( ) . 11巨帙

별 구입고서 현황을 로 나타내면 와 같다< 4> .表 表

< 4>表 譜牒 購入現況

 區 分
總購入古書       譜 牒    冊 數

代 比率   種 數  冊 數    種 數    冊 數

2001年 241 988 131 789 79.86
2000年 239 643 85 382 59.40
1999年 445 1,184 97 620 52.36
1998年 461 1,288 116 765 59.39
1997年 827 1,704 108 505 29.63
1996年 569 990 42 233 25.53
1995年 715 1,796 113 710 39.53
1994年 793 1,591 68 274 17.20
1993年 371 955 64 408 42.70
1992年 226 735 77 491 66.80
1991年 266 694 53 361 52.01

 合 計 5,153 12,568 954 5,538 44.06(平均
)比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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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과 기증 의 방법으로 수집되는 고서보첩 을 살펴보면( ) ( ) ( )納本 寄贈 古書譜牒

납본 은 요즘 만들어지는 보첩으로 납본과를 통해서 수집되는 고서보첩을( )納本

말하고 기증 은 순수하게 선장본 의 것으로 이미 오래 전에 발간되, ( ) ( )寄贈 線裝本

었던 것을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다가 기증하는 고서보첩으로 고전운영실에서

수증 받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受贈

근래 년 간 납본된 총 고서는 책으로 이 중 퍼센트에 해당되는 책이5 814 64 523
보첩으로서 역시 대부분의 자료가 보첩자료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으로 올수. ,
록 보첩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첩 제작과정에서 제본형식을

선장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일 뿐만 아니라 그 만큼 보첩에 대한 관심이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증되는 고서자료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나마 이미 개인문고

를 설치한 설치자께서 추가로 기증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에도 동곡문고 설치자께서 추가로 기증해 준 자료가 많았다 한( ) .東谷文庫

편 기증되는 고서도 매우 적었고 보첩 기증 건수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증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납본 및 기증 으로 수집된 고서와 고서보첩 은 와( ) ( ) ( ) < 5>納本 寄贈 古書譜牒 表

같다.

< 5> ·表 古書 納本 寄贈 蒐集現況

區 分
納 本 寄 贈

總冊數 譜牒冊數 比率 總冊數 譜牒冊數 比率

2001年 187 140 74.87 502 34 6.77
2000年 139 100 71.94 74 24 32.43
1999年 244 142 58.20 13 0 0
1998年 92 44 47.83 228 0 0
1997年 152 97 63.82 129 114 88.37
合 計 814 523 64.25 946 172 18.18

4.3 利 用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서는 만 여 책으로 고전운영실에서 관리운영하24
고 있다 개가자료포함 와 개의 개인문고 가 포함. ( ) 17 ( )譜牒資料 洋裝譜牒 個人文庫

되어 있는데 이들 고서자료를 이용하려 찾아오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여명으, 74
로 대부분 보첩자료 를 이용하고 있다( ) .譜牒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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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운영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년 월부터 년 월까2000 1 2001 11
지 이용인원과 책수를 조사하였는데 년도에는 월평균 명이 고전, 2000 1,634月別

자료를 이용했고 년도에는 월평균 명이 많은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2001 92 1,726
나타났다 이용 책수도 년에 비해 월평균 책이 많은 책을 년도. 2000 950 18,347 2001
에 이용했으며 일평균 명에서 명이 많은 명이 금년도에 이용한 것으로 조, 73 2 75
사 되었다 이 조사자료로 볼 것 같으면 차츰 고서자료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서비스개선과 이용봉사에 대한 연구와 노력

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자세한 것은 과 같다. < 6> .表

< 6> (2000 , 2001 )表 月別 古書資料 利用現況 年 年

區 分 人 員 冊 數 勤務日數
日 平均

人 員 冊 數

2000 1年 月 1,603 16,413 23 69 713
2月 1,421 14,006 21 67 666
3月 1,627 18,555 24 67 773
4月 1,562 16,891 22 71 767
5月 1,323 14,554 23 57 632
6月 1,521 16,767 23 66 729
7月 1,415 15,062 23 61 654
8月 1,574 14,883 24 65 620
9月 1,504 13,427 22 68 610
10月 1,162 12,230 16 73 764
11月 1,674 19,271 24 69 802
12月 3,223 36,700 23 140 1595

合 計 19,609 208,759
月 平 均 1,638 17,397 22 73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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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人 員 冊 數 勤務日數
日 平均

人 員 冊 數

2001 1年 月 1,441 25,446 21 68 1211
2月 1,631 17,771 22 74 807
3月 1,933 20,685 24 80 861
4月 1,735 17,165 22 78 780
5月 2,554 19,767 23 111 859
6月 1,637 17,215 23 71 748
7月 1,550 16,946 23 67 736
8月 1,873 19,250 24 78 802
9月 1,562 17,554 23 67 763
10月 1,598 14,321 22 72 650
11月 1,475 15,699 24 61 654

合 計 18,989 201,819
月 平 均 1,726 18,347 23 75 806

고전운영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크게 네 개의 나이 그룹별로 구분하여

년도 월부터 월까지 월 회 무작위 날짜를 선정하여 이용했던 자료를 조2001 4 11 2
사하였는데 세 이전의 대부분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보첩자, 30
료를 이용하기 보다 보첩 이외의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세. 30
이상 세 이하의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연령층은 보첩자료 및 기타 자료49
를 연구 목적 내지 가문 의 가계 를 살피는데 역점을 두고 이용하고( ) ( )家門 家系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가장 활동적으로 빈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했으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근무 시간과 도서관 이용시간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 이상 세미만의 연령층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이용자 대부분이50 60

보첩 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사람들로 조사되었다 이 세대들은 무직이 많았( ) .譜牒

고 일부는 교수 등 연구직 사람들로 조사되었다 자료 이용도 대부분 보첩을 이.
용하였고 그 밖의 고서는 그 외의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이상의 고전자료 이용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보첩자료60 93
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고전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 )譜牒資料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노인층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고전운영실이다 이들의 거의 모두가 현직에서 물러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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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로 노년 에 대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문의 혈족을 기록한 보첩( )老年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어 보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겠다 참조.< 7 >表

괄호안은 보첩이용자< 7> (2001 , )表 日別 利用現況 年度

區 分
譜 牒 其 他 나이( )利 用 者 合 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30未滿 30 49∼ 50 59∼ 60以上 人員 冊數

4/13( )金 72 606 ·67 276 16(3) 18(7) 6(6) 42(40) 82(56) 882
4/21( )土 69 607 41 97 12(4) 8(5) 4(3) 47(45) 71(57) 704
5/10( )木 61 484 21 201 2(0) 14(5) 16(14) 33(33) 65(52) 685
5/12( )土 77 635 67 176 16(4) 16(11) 10(9) 31(29) 73(53) 811
6/8( )金 89 802 25 102 4(0) 12(2) 15(13) 48(47) 79(62) 904
6/13( )水 85 775 28 83 10(4) 12(7) 6(6) 58(53) 86(70) 858
7/12( )木 108 840 37 71 10(3) 18(8) 9(7) 52(50) 89(68) 911

금7/27( ) 77 595 21 164 6(2) 10(4) 9(5) 43(39) 68(50) 759
8/1( )水 65 587 20 86 2(0) 14(12) 10(5) 38(33) 64(50) 673
8/30( )木 74 878 37 228 7(2) 16(7) 8(8) 58(52) 89(69) 1,106
9/26( )水 95 848 39 94 9(3) 8(2) 7(5) 44(41) 68(51) 942
9/29( )土 81 762 43 133 10(4) 4(3) 8(4) 54(49) 76(60) 895
10/23( )火 121 748 52 137 20(12) 14(8) 16(14) 62(58) 122(92) 885
10/30( )火 82 539 13 50 3(0) 12(4) 5(3) 55(53) 75(60) 589
11/5( )月 113 602 35 84 8(2) 8(4) 4(2) 33(27) 53(35) 686
11/19( )月 96 627 28 41 9(1) 5(2) 8(6) 33(30) 55(39) 668
合 計 1,365 10,935 574 2,023 144

(44)
189
(91)

141
(110)

731
(679)

1,215
(924) 12,958

平 均 85種 683冊 36種 126冊 9(3)名 12(6)
名

9(7)名 46(42)名 76(58)名 809冊
比率 31% 48% 78% 93% 76%

날짜 중 무작위로 선정조사함(2001 )年度 利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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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루 평균 이용 보첩자료 책 수는< 7> ( ) 683表 譜牒資料

책으로 전체 책 수 에 대한 퍼센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809 84古書 利用 冊

조사되었으며 전체고서 이용 책 수에 있어서도 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 6>表

년도에는 하루 평균 책을 년도에는 책과 거의 같은 책으로서2000 777 2001 806 809
자료 신뢰도 면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비록 무작위 선정했지만 한( ).
편 하루 평균 전체고서 이용자가 명인데 비해 보첩이용자는 명으로써 퍼, 76 58 76
센트가 보첩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 이상 연령층의 퍼. 50 86
센트가 보첩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노인층에 대한 보첩자료 서비스에( )譜牒資料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고전운영실의 열람석.
은 석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명에 대해서 아직은 별문제가 없으나 이에 대57 76
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용봉사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도 있,
어야 할 것이다.

맺는말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첩 은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 )譜牒

도로 가장 발달된 보첩 소장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 ( ) ,譜牒 所藏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실정이다.
년 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보첩 은 여종으로 일제시2000 ( ) 8,580譜牒

대 발행된 보첩 은 여 종이며 나머지는 그 이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 3,000譜牒

이후 발행된 것이다 고서보첩 은 현재 종 책으로 하루 평균. ( ) 6,432 26,575古書譜牒

이용자는 명이며 이용되는 책 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58 , 683
람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보첩 소장도서관이다( ) .譜牒

한편 한글세대가 자라나면서 한문으로 된 보첩 이 읽혀지기 어렵게 되자( )譜牒

각 가문에서는 보첩 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시켜 한글이 병행 기록되고 있( )譜牒

으며 아울러 간지 를 서기 년으로 환산하거나 사진의 칼라화와 체제, ( ) ( )干支 西紀

의 단순화 작업등을 통해 많은 보첩 이 가승보 의 형태로 출( ) ( ) ( )體制 譜牒 家乘譜

판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여러 뜻 있는 학자들이 학회를 결성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글세대에 맞는 현대 감각으로 보첩 을 개편( )譜牒

하여 실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런 실정에 맞춰 보다 더 체계적인 수집 이 이루( )蒐集

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납본 과 기증 도 더 잘, ( ) ( )納本 寄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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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판사 및 각 문중 에 수( ), ( ) ( )出版社 譜牒學會 族譜學會 門中

시 연락을 취하여 수집이 되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층의 이용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노인층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대책

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년 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보첩 의 성씨별2000 ( )譜牒

본관별 소장 현황 을 조사하였고 수집과 이용현황에 대( ), ( ) ( ) ,姓氏別 本貫別 現況

해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차후에 파별 발간년도별 판. ( ), ( ),派別 發刊年度別

본별 등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사 및 분석이 따라야 하겠다( ) .版本別



96 및 에 관한譜牒資料 現況 利用 考察

참고문헌< >

논 문[ ]

� 의, “ · · ”, 7, 1933.金泰俊 姓氏 門閥 族譜 硏究 朝鮮語文

� 석사학위논문, “ ”, , , 1996.李建千 朝鮮朝 族譜 硏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 의 과 그 석사학위논문, “ ”, ,李晟喆 韓國族譜 根本精神 倫理的 機能 慶北大學校

, 1985.敎育大學院

� 에 있어서의 의 와 역사학보 집, “ ”, 87 , 1981.宋俊浩 韓國 家系記錄 歷史 理解 『 』

� 를 통해서 본 의 의 역사학보, “ ”,宋俊浩 身分制 朝鮮後期 社會 性格 一面 『 』

집133 , 1992.
� 및 을 으로, “ : ”,趙婷化 族譜資料現況 運營方向 國立中央圖書館 中心 蒼史李『

, 1993.春熙 敎授定年紀念論叢』

� 조선시대의 와 역사학보 집, “ ”, 81 , 1979.崔在錫 族譜 同族組織 『 』

단행본[ ]

�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1, 1970.『 』

� 고서목록______________, 2, 1970.『 』

� 고서목록______________, 3, 1970.『 』

� 고서목록______________, 4, 1970.『 』

� 고서목록______________, 5, 1970.『 』

� 고서목록______________, 6, 1994.『 』

� 뿌리찾기운동본부 한글판 나의 민중서원, , , 1996.族譜『 』

� 백운관 부길만 공저 한국출판문화변천사 타래· , , , 1997『 』

� , , , 1997.宋俊浩 朝鮮社會史硏究 一潮閣『 』

�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 , 1997.『 』

� 이현희 한국의 역사 한국교육문화사, 14, , 1994.『 』

� · , , , 1971.崔德敎 李勝羽 韓國姓氏大觀 創造社『 』

� , , , 1989.韓國民族文化史硏究會 族譜便覽 靑化『 』



도서관 년 겨울호Vo.56 No. 4(2001 ) 97

별첨자료 년현재< : >(2000 )譜牒現況

(# , @ )希姓 同一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賈 蘇州 1 # 菊 - 0 # 金 慶城 0

簡 加平 1 # 君 - 0 #   鏡城 0

葛 南陽 0 弓 兎山 2 #   慶州 392

甘 檜山 2 鴌 淳昌 0 #   京州 0

姜 晋州 202 權 安東 118   鷄林 17

康 信川 20 醴泉 1   高靈 2

彊 晋州 0 # 斤 - 0 #   古阜 0

强 忠州 0 # 琴 奉化 5 高山 0

剛 - 0 # 奇 幸州 8 固城 5

介 麗州 0 # 箕 幸州 0 # 高陽 0

堅 川寧 0 # 吉 海平 5 高原 0

甄 黃磵 0 # 善山 4 公州 7

慶 淸州 11 金 加平 0 公村 0

景 泰仁 0 嘉興 0 光陵 0

海州 1 杆城 0 光利 0

桂 遂安 9 甘物 0 光山 160

高 淸州 59 甘泉 0 廣州 11

曲 龍宮 0 # 江陵 45 交河 6

沔川 0 # 江東 0 求禮 0

孔 曲阜 17 江西 0 軍威 0

公 金浦 3 # 江陽 0 金郊 0

郭 淸州 17 江陰 0 金陵 1

玄風 4 江華 6 金寧 103

具 綾城 25 開寧 0 錦山 11

昌原 4 開城 20 金山 1

丘 平海 3 見州 0 錦城 1

鞠 潭陽 2 結城 0 金堤 4

國 豊川 0 # 慶山 0 錦州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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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金 衿川 0 金 大栗 0 金 保寧 0

金川 0 大興 0   保恩 0

錦川 0 德山 0 鳳山 0

金海 657 德水 4 鳳州 0

金化 4 德仁 0 富寧 0

金華 0 德津 0 扶安 18

杞溪 0 德川 0 扶餘 0

吉安 0 道康 9 富平 1

吉州 0 挑田 0 盆城 3

金浦 1 東萊 1 泗川 6

羅州 12 潼城 0 朔寧 0

樂安 3 同州 0 三嘉 1

南陽 6 登州 0 三陟 9

南原 0 萬頃 0 三和 0

南川 0 明山 0 上洛 0

南平 0 溟州 0 常山 0

藍浦 1 明川 0 商山 32

南海 3 茂山 0 祥原 1

鹿鳴 0 茂長 6 霜陰 0

綾州 0 茂朱 3 瑞山 0

丹陽 0 務州 0 胥州 0

達城 0 茂豊 0 西河 0

潭陽 0 聞韶 0 西海 0

唐城 0 文義 0 瑞興 9

唐岳 6 文州 0 石原 0

棠岳 6 文川 0 宣山 34

唐津 0 文化 0 一宣 2

大邱 5 密陽 15 雪城 2

大明 0 潘寧 0 成安 0

大元 0 白川 1 星州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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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金 成川 0 金 梁山 4 金 永川 4

松林 0 陽岳 0 寧海 1

松陰 0 襄陽 0 永興 0

松旨 0 楊程 0 禮安 3

遂安 1 楊州 7 醴泉 0

水原 6 陽澤 0 醴川 0

樹州 0 楊平 0 烏川 0

隨州 0 彦陽 13   玉果 0

淳昌 0 礪山 0 沃溝 0

順天 14 驪州 0 玉城 0

順興 1 燕岐 0 玉川 0

昇平 0 延安 23 沃川 0

始興 0 燕州 0 甕津 0

神義 0 延州 0 莞浦 0

信川 1 連川 0 龍岡 0

新平 0 延平 0 龍宮 1

牙山 1 連平 0 龍潭 1

鵝城 0 延豊 1 龍阜 0

安康 0 永可 0 龍城 1

  安東 84 靈光 30 龍安 0

安老 0 永金 0 龍仁 0

安山 24 寧邊 0 牛峯 3

安城 2 永山 17 雲峯 0

安岳 2 靈山 0 蔚山 10

安州 0 永城 0 蔚州 0

押海 0 靈岩 1 蔚珍 0

野城 6 英陽 9 熊川 1

若木 0 寧越 1 原州 1

楊口 0 榮州 0 月城 6

楊根 4 永州 0 威城 0



100 및 에 관한譜牒資料 現況 利用 考察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金 柳川 0 金 旌善 0 金 靑松 3

殷寧 0 定山 0 靑陽 0

殷栗 1 井邑 1 淸原 0

恩津 0 定州 2 淸州 20

殷州 0 貞州 4 淸風 30

殷豊 0 濟州 0 草溪 0

陰城 0 中原 0 春陽 0

陰竹 0 中和 0 忠州 14

陰行 0 稷山 0 漆原 0

宜寧 0 鎭江 0 泰安 0

義城 34 津陵 0 太原 3

義州 0 珍島 2 泰仁 0

義昌 0 珍山 0 兎山 0

義興 0 鎭安 0   通川 3

利川 0 振威 1 坡平 4

伊川 0 鎭岑 1 平丘 0

益山 0 晋州 37 平山 0

仁同 0 鎭川 2 平壤 1

任實 0 鎭海 0 平州 0

臨溜 0 昌寧 0 平昌 0

臨津 0 昌原 3 平澤 0

臨陂 0 昌州 0 平海 0

臨河 0 昌平 0 抱川 0

義州 0 川寧 0 豊基 1

蠶城 0 天安 2 豊德 0

  雜溪 0 鐵原 0 豊山 5

長湍 0 淸渠 0 豊壤 0

長淵 0 淸道 13 豊堤 0

積城 1 靑山 0 豊川 0

全州 50 淸城 0 豊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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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金 河東 0 金 興德 0 段 江陰 2 #

河陽 0   興川 0 延安 0 #

河陰 0 興海 0 單 延安 0 #

漢南 0 熙川 4 端 韓山 0 #

韓山 0 羅 錦城 10 唐 密陽 1 #

漢陽 1 羅州 20 大 大山 0 #

咸德 0 南 英陽 4 密陽 0 #

咸寧 0 宜寧 14 道 固城 0 #

咸安 0 固城 2 陶 豊壤 0 #

咸陽 0 浪 - 0 # 都 星州 6

咸昌 7 乃 開城 1 # 頓 木川 0 #

咸平 0 奈 羅州 0 # 敦 淸州 0 #

咸興 0 盧 谷山 4 董 廣州 1 #

海美 0 光山 7 杜 杜陵 3 #

海上 0 交河 10 梁 南原 44

海州 6 萬頃 5 濟州 14

海平 1 新昌 1 柳 高興 24

海豊 5 安康 0 文化 65

幸州 0 安東 0 晋州 20

玄風 1 延日 0 馬 木川 2

鴻山 0 長淵 2 長興 8

洪原 0 豊川 14 麻 永平 0 #

洪州 4 海州 1 烈山 0 #

花開 1 魯 江華 4 萬 開城 0 #

和順 1 廣州 0 江華 0 #

花原 0 密陽 4 梅 忠州 1 #

黃金 0 咸平 5 孟 新昌 18

黃州 0 路 開城 0 # 明 西蜀 2

檜山 0 雷 喬洞 0 # 牟 咸平 4

橫川 0 賴 - 0 # 毛 廣州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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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睦 泗川 2 朴 驪州 3 邦 廣州 0 #

墨 廣寧 1 # 靈岩 2 裵 慶州 10

遼東 0 # 寧海 21 白 水原 41

文 甘泉 0 雲峯 2 范 錦城 3 #

南平 61 蔚山 18 凡 安州 0 #

旌善 0 月城 7 慶州 邊 原州 22

米 載寧 0 # 殷豊 0 長淵 1

閔 驪興 27 陰城 4 黃州 7

朴 江陵 6 義興 2 卞 草溪 6

高靈 9 麟蹄 1 密陽 1

固城 1 全州 2 卜 沔川 1

廣州 0 竹山 32 奉 河陰 2 江華

軍威 5 珍原 11 鳳 慶州 0 奉

龜山 0 昌原 5 夫 濟州 2

羅州 0 春川 6 彬 大邱 0 #

魯城 2 忠州 14 潭陽 0 #

沔川 5 泰安 1 賓 壽城 0 #

務安 5 泰仁 2 大邱 1 #

文義 3 平山 0 冰 慶州 1 #

文州 0 平州 1 史 居昌 0

密陽 472 平澤 1 靑州 2

潘南 18 咸陽 38 舍 - 0 #

比安 2 潘 巨濟 1 謝 韓山 0 #

泗川 2 班 開城 0 # 晋州 0 #

三陟 0 固城 0 # 森 三嘉 0 #

商山 4 方 溫陽 11 尙 木川 2

尙州 6 房 南陽 11 徐 南陽 2

善山 2 水原 0 南平 0

淳昌 1 龐 開城 1 # 徐 達城 21

順天 30 太原 0 # 唐城 0



도서관 년 겨울호Vo.56 No. 4(2001 ) 103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徐 大丘 22 宋 新平 7 沈 三陟 4

扶餘 9 冶城 4 靑松 29

連山 1 楊州 1 豊山 3

利川 39 礪山 60 阿 - 0 #

長城 8 延安 9 安 廣州 13

浙江 0 龍城 1 順興 86

平當 0 恩津 61 竹山 16

西 - 0 # 鎭川 6 耽津 4

竢 - 0 # 鐵原 0 太原 1

石 忠州 6 洪州 淸州 6 夜 原平 0 #

海州 1 洪州 1 楊 南原 14

昔 月城 1 松 釜山 0 # 密陽 0

宣 寶城 8 水 江陵 0 # 安岳 0

薛 淳昌 7 洙 - 0 # 中和 2

偰 慶州 0 # 舜 坡州 0 # 淸州 11

成 昌寧 20 淳 - 0 # 通州 0

星 - 0 # 荀 林川 0 # 襄 - 0 #

蘇 晋州 6 順 - 0 # 魚 忠州 3

邵 平山 1 # 昇 昌平 0 # 咸從 7

孫 慶州 3 南原 0 # 嚴 寧越 26

密陽 45 承 延日 1 余 宜寧 1

比安 0 光山 0 呂 星州 1

安東 4 一直 施 浙江 0 # 咸陽 4

月城 2 柴 泰仁 0 # 汝 - 0 #

淸州 2 申 高靈 16 延 谷山 3 #

平海 3 鵝州 8 連 全州 0 #

宋 金海 1 平山 116 燕 定州 0 #

南陽 7 辛 靈山 12 廉 坡州 3 #

德山 0 寧越 13 葉 慶州 2 #

開慶 1 愼 居昌 9 潭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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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永 平海 0 # 雲 淸州 0 # 陰 竹山 2 #

影 - 0 # 長興 0 # 異 密陽 0 #

芮 缶溪 0 元 原州 20 伊 太原 0 #

吳 高敞 5 袁 比屋 0 # 李 加平 1

軍威 0 魏 長興 12 康津 1

羅州 8 韋 江華 1 # 江華 1

樂安 5 兪 江津 0 開城 2

同福 16 高靈 0 結城 2

寶城 13 金山 0 京山 1

延日 1 杞溪 18 慶州 166

蔚山 2 務安 5 高靈 1

長興 1 仁同 4 古阜 4

全州 1 昌原 8 鐵城 1 @

平海 6 川寧 1 固城 13 @

咸陽 11 劉 江陵 50 公州 8

咸平 2 居昌 2 光山 22

海州 78 白川 2 廣州 38

和順 1 庾 茂松 5 廣平 2

興陽 1 陸 沃川 4 交河 0

玉 宜寧 2 尹 南原 9 金溝 1

溫 鳳城 2 # 茂松 4 機張 0

雍 坡平 0 # 楊州 2 金浦 2

邕 淳昌 0 # 永川 1 羅州 3

玉川 1 # 醴泉 0 南平 1

王 開城 6 漆原 8 丹城 2

濟南 0 坡平 151 丹陽 19

姚 徽州 0 # 咸安 0 潭陽 0

龍 洪川 2 海南 18 大興 2

禹 丹陽 30 尹 海平 11 德山 2

于 木川 0 # 殷 幸州 2 德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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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李 德恩 0 李 溫陽 1 李 平山 2

東城 3 @ 龍宮 2 平昌 21

泗川 7 @ 龍仁 8 河濱 3

碧珍 14 羽溪 1 河陰 1

鳳山 4 牛峯 3 鶴城 11

扶安 0 蔚山 2 韓山 20

扶餘 1 原州 11 咸安 8

  富平 2 陰竹 0 咸平 20

商山 1 益山 2 陜川 15

西林 2 仁川 10 海南 1

星山 7 長水 1 海州 0

星州 42 長興 1 洪州 15

遂安 18 載寧 8 花山 2

水原 1 全義 13 懷德 2

順天 1 全州 463 興陽 8

新平 5 旌善 1 瑞山 1

牙山 4 貞州 0 麟蹄 1

安山 4 眞城 8 臨江 2

安城 10 鎭安 1 長鬐 0

安岳 5 振威 2 長興 1

梁山 5 晋州 3 楚山 2 井邑

陽城 8 昌寧 0 印 喬桐 2

楊州 1 靑松 1 任 長興 8

驪州 24 淸安 3 豊川 19

延安 34 淸州 16 林 羅州 33

寧川 8 靑海 3 平澤 35

永川 15 忠州 10 兆陽 8

寧海 1 泰安 10 善山 7

禮安 4 太原 1 恩津 2

沃溝 1 通津 1 檜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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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林 長興 0 張 知禮 2 田 潭陽 22

鎭川 3 鎭安 0   延安 0

沃溝 0 晋州 0 靈光 0

益山 1 鎭川 1 河陰 0

蔚珍 1 昌寧 0 旌善 1

醴泉 5 靑松 0 錢 聞慶 0 #

扶安 15 興城 16 @ 占 韓山 0 #

淳昌 3 興德 2 @ 鄭 慶州 40

慶州 4 興陽 0 固城 0

襄陽 0 蔣 牙山 6 光州 3

密陽 0 章 居昌 2 錦城 4

安義 1 莊 衿川 0 # 金浦 1

慈 遼陽 1 # 全 甘泉 0 安東 羅州 10

張 結城 7 慶州 0 鷄林 琅 1

求禮 3 @ 機張 0 東萊 76

鳳城 1 @ 羅州 1 奉化 5

羅州 1 星山 1 西京 0

丹陽 10 星州 2 瑞山 2

德水 5 玉山 1 慶山 野城 0

木川 0 沃川 7 延日 9 @

扶安 1 完山 1 全州 烏川 5 @

順天 1 龍宮 1 盈德 0

安東 22 旌善 15 醴泉 0

永同 0 竹山 1 溫陽 11

禮山 0 玉安 19 長鬐 2

沃溝 3 八 0 全州 1

蔚珍 6 平康 0 定山 0

仁同 84 咸昌 0 貞州 0

全州 0 黃澗 0 晋陽 12 @

浙江 0 田 南陽 3 晋州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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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鄭 靑山 1 周 尙州 3 崔 江華 6

淸州 4 鐵原 4 開城 0

草溪 12 草溪 4 慶州 124

河東 39 安義 1 鷄林 0

咸平 1 朱 新安 24 古阜 1

海州 7 俊 淸州 0 # 曲江 0

丁 羅州 12 池 忠州 20 廣州 2

錦城 1 智 鳳州 0 #   朗州 3

押海 2 秦 晋州 0 東州 3

程 河南 4 # 豊基 6 扶安 0

諸 漆原 4 陳 驪陽 14 朔寧 5

趙 金堤 4 廣東 1 隋城 9

密陽 0 三陟 4 水原 3

白川 14 晋 南原 1 # 牙山 1

楊州 6 眞 西山 0 # 楊州 7

玉川 12 車 延安 31 陽川 4

林山 4 昌 公州 0 # 延豊 2

稷山 4 牙山 0 # 永川 4

眞寶 1 倉 牙山 1 # 永興 1

趙 太原 1 礪山 0 # 完山 2

平山 0 蔡 仁川 7 龍崗 0

平壤 3 平康 11 龍宮 1

豊壤 21 采 - 0 # 龍州 0

漢陽 51 菜 晋州 0 # 牛峯 0

咸安 31 千 潁陽 9 原州 2

趙 橫城 2 天 延安 0 牛峯 全州 83

淳昌 7 楚 巴陵 2 # 竹山 1 竹州

曺 昌寧 48 肖 濟州 0 # 稷山 1

宗 臨津 0 # 崔 杆城 2 珍山 0

左 濟州 0 江陵 30 靑松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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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姓氏 本貫 種數 備考

崔 淸州 2 皮 槐山 0 黃 紆州 7

草溪 3 洪川 0 長水 14

忠州 9 弼 大興 0 全州 齊安 5

耽津 19 河 晋州 3 昌原 23

泰仁 1 夏 達城 0 # 平海 24

通川 5 韓 谷山 4 抗州 0

漢南 0 淸州 105 黃州 0

海州 35 漢 - 0 # 懷德 2

和順 8 咸 江陵 4 后 唐寅 0 #

黃州 2 海 金海 0 寧海 南宮 咸悅 4

興海 4 許 金海 7 獨孤 南原 1

祥原 0 陽川 48 東方 晋州 0

秋 全州 1 @ 泰仁 2 司空 孝靈 3

秋溪 4 @ 河陽 5 西門 安陰 2

鄒 - 0 # 玄 星州 0 鮮于 太原 2

垜 - 0 # 順天 0 諸葛 南原 0

卓 光山 5 延州 7 皇甫 永川 2

彈 海州 0 晋州 昌原 0 합 계 8,580

太 南原 0 邢 晋州 1
우리나라성씨일람

( , 1985.11.1)韓國姓氏硏究所

참조

永順 1 扈 保安 0 #

陜溪 2 全州 0 #

判 - 0 # 胡 巴陵 2 #

彭 龍岡 0 洪 南陽 70

浙江 1 缶溪 0

片 浙江 3 豊山 5

扁 - 0 # 洪 洪州 1

平 忠州 0 # 化 晋陽 1

包 豊德 0 順天 黃 德山 1

表 新昌 5 尙州 2

馮 臨埇 2 星州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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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학술 저널 논문들의 생산과 배포에 있

어서 최근의 발전 동향에 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저자 출판사 사서와 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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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대해 이들 이해 당사자들이 갖는 견해에 대해 고찰을 한다 또한 서로. ,
다른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견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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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것임.
2) 저자들은 영국 러버러대학교 정보과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Science,

에 재직중임Loughborough University) .
3) 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 지식경영팀 선임연구원(hsan62@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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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지 혹은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검토한다 본 고에서는 가격과 비용 측면.
에 대한 검토를 한다 학술 저널의 생산비와 구독료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저널의 가격은 시장에서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서 결정이.
되지만 동시에 시장은 가격 탄력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저널 가격은 지난 년, . , 20
동안 일반 인플레이션 비율 이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해오고 있다 출판사들의.
전자 출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연속간행물의 위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술지 구독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전자 저널 개발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
는 하나드 가 제안한 것과 같은 또 다른 저널 생산 모형과 와(Harnad) SPARC

출판사 등과 같이 저널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학술 저널의 시장HighWire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되며 이들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

서론1.

본 고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되어있는 학술 저널 논문들의 생산과 배포에 있어

서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비용과 가격 측면의 검토를.
하기 전에 핵심 이해당사자 그들의 관심사항과 동기들을 확인한다 본 고에서는, .
동료에 의한 논문 심의 과정 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peer-review)
다.

번호 혹은 연호 연대 표지를 가지고 무한정 연속적인 분책으로 발행되고 독“ ( ) ,
창적인 학문에 기반한 상당 부분의 논문들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자료의 입력

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 출판물 을 지칭하기 위해 학술 저널 이라는 용어가” “ ”
사용되어 왔다 최근 논문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학술 저널의 역할에[1]. [2],
대한 검토가 있었다 본 고에서는 전자 저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

학술 저널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이들을 통해 연구 결과물들을 서로 교.
환함으로써 값비싼 연구 작업의 중복을 막을 수가 있다 출판되는 논문들에[3].
제출일 수정일 접수일 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 연구 결과물들, ,
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동료에 의한 논문 심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4].
논문들로부터 우수한 연구 논문들을 선별해 낸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특정 분야. ,
에서의 모든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어떤 저널은 편집[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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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서비스 대상분야를 어느 정도 정의하기도 한다[6].
최근 들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디지털 뉴스그

룹 메일링 리스트 미정교판 등에 더욱 의존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 (preprint)
더 이상 저널의 첫번째 기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나머지[5,7]. ,
다른 기능들은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 즉 저널들은 아직 쓸모없게 되지 않았. ,
으며 심지어 쇠퇴해가고 있지도 않다.

세기 이후로 학술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의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17
있다[1,8].
출판된 저널의 크기와 수는 논문의 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

다 새로운 전문 분야에서의 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새로운 저널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것은 발견 으로 알려져 있다 늘어나는 이용 가능한[9]. “ (twigging)” .
출판물의 양에 의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도

서관들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자 저널들은 년대에 최초로 개발되. 1980
었으나 완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전자 저널은 년대 와서야 가능해졌다[10] 1990
[11].
비록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 저널 출판사들이 각기 오직

한 종의 저널만을 출판하는 학회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상업 출판사[3],
들이 수천종의 저널을 출판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몇몇 비평[1,3,12],
가들은 이들의 결과물들을 비판해오고 있다 주요 과학 저널들은 학회에서 발간.
이 되는 반면 상업 출판사들은 수준이 낮고 과도하게 비싼 저널들만 출판한다,
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13,14].

학술 출판 체계에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2.

학술 출판 체계에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는 저자 출판사 사서 최종 이용자, , ,
등이다 구독 대행사 등과 같은 중개자들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저자2.1
저자들은 본인들의 연구 결과들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알리고 그들의 아이디어

들이 인정을 받고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동료에 의한 논문 심의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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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저널에 논문들을 발표한다 높은 영향도 와 전[4,15-17]. (impact factor) [18]
세계적인 구독자를 갖는 저널에 출판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자 저널 출판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지금까지 확[8]. .
고하게 명성을 얻은 전자 전용의 저널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해당(digital-only)
분야의 공식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조그만 영향을 미쳐온 저널도 거의 없다

몇몇 저자들은 전자 저널을 자신의 중요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임시로[11].
발표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전자 전용 저널이 만들어진 후 오래 지속되지[19]. ,
못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20]. ,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가 생산되는 인간 게놈 연구 등과 같이 인쇄 형태의 저널

이 적절치 않은 분야에서 전자 출판이 연구 결과물의 전달과 배포를 위한 가장,
적절한 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

출판사2.2
학회 출판사와 상업 출판사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학회 출판사들은 그들.
의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널들을 출

판한다 이들은 가끔 모이는 대규모 학술 위원회들에 의해 종종 통제를 받는다.
상업 출판사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들은 상업적 및 경영적 측면의 전문성[3]. .

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원가보상에 수년이 걸리는 새로운 저널에 투자하.
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상업 출판사들은 한 두 종의 저널을 출판.
하는 학회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도 이용할 수 있다[1, 3].

지금까지 유명 출판사들은 학술 저널들을 전자 형태로만 출판하는 것에 대해,
꺼려왔다 인쇄물 형태의 저널 구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술 저널의 전통적인.
수익 모형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개인 구독자 숫자는 년까지 년[21-24]. 1995 20
기간 동안에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출판사들이 적은 수의 구독[25]. ,
자들로부터 동일한 혹은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널

구독료가 상승하였다 연구 결과물의 발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도서관 예.
산이 축소되면서 저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저널 구독 취소 상황

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시스템과 관련된 분. [26].
명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은 그들의 사업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있다 개발 비용과 기존 비지니스 프로세스의.
재구축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새로운 수익 모형은 검증이 안된 상[27, 28]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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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판사들은 구독자들로부터 종량제 등과 같은 새로운, (pay-per-use)
가격 모형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모형에 의해,
최종 이용자들은 자신의 도서관이 구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저널

들을 대상으로 논문들을 억세스할 수 있게 된다 몇몇 출판사들은 논문 사용[28].
량에 따른 비용부과 방식으로 논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학에서 이러,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도서관 상호대차와 비교했을 때 논문.
가격은 높고 복잡한 가격 차별화 정책 때문에 대학에서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
는 것은 어렵다 영국에서는 도서관 상호대차 비용과 비슷한 가격으로 도서[29].
관에 논문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들이

출판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 영국 도서관 상[30-32].( , BLDSC
호대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회에 파운드가 부과된다 인젠타 에1 4.95 ). (Ingenta)
의해 파일럿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출판사들은 제공한 모든 논문들에 대해.
소액의 비용을 지급 받는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저널 구독의 대체용으로 사용될. ,
경우 이 시스템이 출판사들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
을 지의 여부는 요구 사항 논문 당 출판사의 수익 관리 비용 등과 같은 여러, ,
가지 요소들에 의존한다 비록 현재 각각의 논문에 높은 비용이 부과되더라도. ,
만약 이용이 널리 확산될 경우 창출된 수익은 출판사들을 지탱하기에 불충분하

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다[33]. .

새로운 가격 모형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 저널을 묶음으로써 전통적인 가격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묶음 가격은 인쇄 형태의 가격과 관련된다 또한 이들은[34]. .
전자 저널들을 함께 묶어서 도서관들로 하여금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리스트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통적인 가격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저널 포맷들을 묶음 형태로 판매함

으로써 출판사들은 인쇄물 생산 비용을 전체 구독자들에게 분산시킬 수가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형태의 저널을 더 선호할 때 까지 출판사들은 인쇄,
형태 저널의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이 높으며 디지털 이용.
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인쇄 형태만의 저널 구독으로 인쇄 비용을 회수하기,
는 어렵다 또한 묶음 방식에서는 라이센스 협상을 규모가 큰 단일 제품에[35]. ,
집중하게 된다 라이센스 협상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며 아마도 출판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협상 프로세[36-40] .
스를 합리적으로 할 경우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 전자 사이트 라.
이센스 프로젝트 등과 같은 조정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NESLI)[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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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서관들은 출판사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선호해 오고 있다 영국[28,40].
에서 저널 포맷들을 묶어 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
부가세의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인쇄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인쇄물과 디지털 포맷이 묶.
음으로 제공될 경우 디지털 포맷으로 지불된 부록에만 부가세가 부과된다 디지, .
털 포맷이 인쇄물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2].

인쇄형태 저널과 전자 저널들을 함께 묶어 판매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많은 도서관들이 구독 취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값은 비싸지,
만 이용도가 낮은 저널들의 대출 수준을 지탱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43].
또한 각 학과에서 여러 학문 분야의 저널 묶음을 구입하기 위하여 최고 분할의,
효과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교수나 학과로 넘어갈 경우 도서관 수서,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된다 전체 저널의 목록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44,45].
의 묶음 구독의 예로 영국의 파일럿 사이트 라이센스 프로젝트 가 있다(PSLI)

과학 의학 기술 분야 개의 대규모 출판사들이 영국 대학들에[42,46]. , , (STM) 5
구독을 위한 저널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대학측의 비.
용은 영국 대학 기금 위원회 의 합동(UK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
정보 시스템 위원회 에 의해 보조를 받았다 는 구독료 인상 효과를(JISC) . PSLI
숨김으로써 연속간행물 위기 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년은“ " [47,48]. 2000

년 이후로 참여 출판사들이 생산하는 저널들의 구독료에 대한 보조가1995 PSLI
이루어지지 않은 첫번째 해이다 년에는 구독 가격이 까지 증가하였으. 1999 100%
며 이것은 이전 년 동안 다른 출판사들이 적용한 가격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5

가 종료되었을 때 이것은 부분적으로 국가 전자 사이트 라이센스 프[44]. PSLI ,
로젝트 에 의해 대체되었다(NESLI: National Electronic Site Licence Initiative)

는 대학들을 대신하여 묶음 형태의 구독 대신 각 전자 저널들에 대[41]. NESLI
한 구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묶음 형태 구독의 장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

사서2.3
도서관의 저널 장서는 종종 도서관의 가치 평가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도서관들은 종종 단행본과 다른 정보자원들을 희생시켜 가면

점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 많은 사서들은 인쇄 형태의 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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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널로 대체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28].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디지털 형태와 인쇄 형태 모두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자 저널이 소개되면 실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문제는[28, 49-51].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묶어 판매하는 출판사들과 사서들 자신들에 의해 촉

진되고 있다.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묶는 구독 방식에 대한 사서들의 태도는 다양하

다 현재 전자 저널을 구독해줄 것을 요구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압력이 사서.
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묶음 형태의 저널 구독을 처리하고 억세스하[28,51,52],
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 몇몇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인쇄 형태의 저널을 폐기하.
고 대신 전자 저널만을 구독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기를 원한다 이들은[44,45,53].
묶음 형태로 되어있지 않은 가격을 더 선호한다 다른 사서들은 인쇄 형태의 저.
널을 폐기하기 전에 전자 저널에 장기적으로 억세스를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

기를 원한다 묶여지지 않은 두 포맷의 저널 가격이 인쇄 형태 가격[28,51,52,54].
의 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은 묶음 형태의 구독 가격을 더 선호한다 묶음200% .
형태의 구독 가격은 인쇄 형태의 구독 가격에 추가하는 정도이다15 20 % [55].∼

전자 저널에 대해 장기간 억세스를 하고 보존을 하는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

는 않다 인쇄 매체 환경 하에서 특정 저널을 구독하는 도서관은 단순히 저널들. ,
을 제본하여 서가에 비치하고 편목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억세스를 보장할

수가 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장기간의 억세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당[56]. ,
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과 사서의 참여가 요구된다 디지털 정보자원을[40,57-65].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자원을 갖춘 도서관은 거의 없으나 이러한 것이 경제[63]
적 이익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66]
하지 않는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제적인JSTOR
솔루션으로서 여기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인쇄

형태 저널의 페이지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억세스를 제공한다 에[67-72]. JSTOR
서는 저널 기간호들 의 페이지 이미지들을 디지털화 한다 구(journal backruns) .
독 도서관들은 이들 자료에 억세스를 하게 되며 이어서 인쇄 형태 장서들을 폐

기할 수 있게 된다 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JSTOR
그것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 용도는. JSTOR
페이지 이미지들을 보존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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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저널의 경우에 종종 비표준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포되며 여기에는 탐색 도구

와 논문 사이 혹은 논문 내에서의 링크 정보 등이 포함된다 에서 언급. JSTOR
이 안된 문제점들이 이들 특성들에 의해 부각되기도 한다 스탠포드대학교의.

에서는 전자 저널의 보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모든 기능HighWire Press
들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 저널에 장기간 억세스할 수 있다고HigWire
최근에 발표되었다.
디지털 컨텐츠의 보존과 저장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연구

개발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학술 저널들을 보존하고 저장할 수 있는 한[60,73-78].
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기 전까지 많,
은 사서들은 인쇄 형태의 저널들을 폐기하는데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2.4
이용자의 전자 저널 수용 여부는 전자 저널 성공의 열쇠가 된다 비록 특정.
정보자원이 기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해당 이용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 .
이들의 요구사항은 수행하는 연구의 유형 진행중인 연구의 단계 작업 분야 등, ,
에 따라 다양하다 저널 이용자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5,59,79,80].
의 요소는 노력과 혜택 사이의 균형 이다 도서관으로부터의 거리와(trade-off) .
도서관내 단행본이나 저널이 소장되어 있는 높이 등이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친

다 최근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일한 지불 균형 이 적[5]. (pay trade-off)
용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식에 대한 전자 억세스 가격. (Pricing Electronic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용자의 기회 비용이 정보자Access to Knowledge)
원에 대한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제품을 설

계하고 선택할 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이 디[80,81].
지털 기능의 장점들을 원하는 반면 만약 비용대 효과의 비율이 인쇄 매체 보다,
더 낮을 경우 전자 저널들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
들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만약 이들이 한 번 실망을[19,78],
하게 되면 마음을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다[82].

이용자들은 훌륭한 시스템 성능을 기대하며 빠른 데스크탑 억세스를 기[28,84]
대한다 전자 저널 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핵심 기능들로는 열람[28,70,82-85].

기능 출판사에 의한 탐색 보다는 수직적 탐색 기능 출력 기능(browse) , [28,85],
등이 있다 출력의 중요성은 이용자들이 화면상에서 정보를 읽지 않으[52,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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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성향과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이용자들은 파일 보[79,84-87]. HTML
다는 를 더 선호한다 페이지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PDF [86]. PDF
통적인 인쇄 형태 저널 페이지와 동일하게 보인다 저널의 포맷은 출력이[5,78].
되도록 설계가 된다 그러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파일이[88,89]. PDF ,
크며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다 통신 기반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
능할 수도 있다[90].
깊이와 넓이 측면에서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출판사들 사이의 상호 연결이 중요하[28,55,82,83,85,86,89].
며 단일 출판사에 의해 출판이 되든 혹은 몇몇 출판사들에 의해 출판이 되든 제

한된 저널 타이틀들에 억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

해 배워야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91]. CrossRef
체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출판계에서는 상호 연결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다[92].

공급과 수요3.

전통적인 학술 출판 모형은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공생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저자들은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출판사들은 지불할 준비.
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억세스를 허용한다 전통적으로 저자들은 억[16,93].
세스 제한을 받아들여 왔으며 그들 저작물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여 활용

하도록 하여 왔다 왜냐하면 인쇄 출판물들은 가격이 비싸고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이 투자 자금은 출판사들이 출판물 판매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술 저널 시스템 내에서의 저자의 역할에 의해 저널들이 다른 상용 출판물들과

차별화가 된다 출판 논문들에 대한 수요는 이용자들에 의해서만 창출되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도서관들에 의해서도 창출된다 저자들은 논문을 발표할 필요가( ).
있기 때문에 유명한 출판 수단을 필요로 한다[1,4,16,94].

연구 도서관들은 학술 저널에 대한 주요 시장을 형성한다 이들 도서관들은.
지난 년 동안 학술 문헌 양의 지수함수적 증가와 인플레이션 이상의 문헌 구20
입 가격 인상에 의해 점증하는 예산상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그[25,96] [95,96].
러나 시장은 비탄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저널 타이틀은 나름대로, [25,97].
의 역할을 한다 많은 저널 타이틀들은 저널 가격이 가용 자원을 초과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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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널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필수 타이틀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
도서관들은 저널 구독을 취소하기 보다는 가격 인상을 흡수하면서 저널 장서들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점차 유지되기 힘들게[98].
되었다 지난 년 동안 전 세계 도서관들에서 상당한 규모의 구독 취소들이 이. 10
루어져 왔다[1,7,95,99].

구독 취소는 최종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자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관찰자들에게는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출판사에 양도하[17,21-23].
면 출판사는 연구자가 속한 도서관에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 따라서 저널 출판사들이 다른 출판 부문에서의 이윤 보다 더 많은 이. ,
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연구자들

의 억세스가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98,100]. ,
들은 학술 저널의 수요가 비탄력적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핵심 자료 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 도서관들이 이렇게 하기는 매" " ,
우 어렵다.

비용과 가격 사이의 관계3.1
대학 도서관들이 직면하는 예산 위기는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약속으로부터 나왔다 대학내의 많.
은 저자들은 디지털 출판이 인쇄 출판보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상용 출판사들을 거치지 않고 전자 형태로만 출판되는 대체 저[93,94,101-109].
널이 연속간행물 위기 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 [102,103,109].
그러나 출판사들은 저렴한 전자 출판에 대한 약속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고정 비용이 전체 비용의 를 차지하며 이들은 배송 매체와 무관. 70 80%∼

하게 발생한다 특히 전자 출판은 배송 매체의 단순한 변경 이상을 요[109-116]. ,
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대체 모형들은 섬세하지.
않는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도서관과 최종 이용자들은 디지털 대체물들

이 축소된 기능이 아닌 확장된 기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도서관과 최종 이.
용자들의 기대의 예는 를 참조하면 된다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37,107,117-122] .
운 제품을 출판하는데 관련된 추가 비용이 전자화를 통해 절약된 재생산 및 배

포 비용보다 더 크며 따라서 도서관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없[111,123,124],
다고 출판사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에 의해 저널 생산비와 구독료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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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비용과 가격의 상관 관계는 그다지 강하. ,
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 사이의 상관 관계도 강하지 않다 많은 저널들[125,126]. ,
특히 상업 출판사들에 의해 출판된 저널들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서 가격이 책정된다 상업 출판사들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인[98,106,124,127]
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시.
장에서의 반응에 따라 가격을 인상시킨다.

연속간행물 위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대응4.

지난 년 동안 연구자들은 학술저널 생산의 경제적 구조와 연속간행물의 위10 “
기 그리고 이 구조와의 관련성에 대해 점차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널 생산을 위한 여러 대체[1,12,21,23,94,96,128].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역할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
상업 출판사 보다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저널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의 모형들은 출판 프로세스와 관련된[16,94,102,103,109].
역할들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의 모형은 더[105,129]. 3
많은 토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다듬어졌으며 이들 모형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

대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왔는,
데 대표적인 것으로 학술 출판 및 대학 정보자원 연합“ (SPARC : Scholarly

과 스탠포드대학교의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130,131]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HighWire Press [132]. .

해체된 저널4.1
해체된 저널 이란 주제 핵심“ (deconstructed journals)”[6] “ (SFP: subject focal
이라고 불리는 품질이 관리된 정보자원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인터넷 게point)” “ ”

이트웨이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를 말한다 품질 관리 는 와는 독립적이지. “ ” SFP
만 저자 혹은 저자가 속한 기관에서 지불을 하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다 스미스 가 주장한 대로 인터넷상의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 (Smith)[6] ,
에 훨씬 많은 논문들이 현재의 저널에 의해 수용되는 것보다 에 의해 더 수, 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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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되고 있다 논문의 품질은 순위 부여 시스템에 의해 차별화가 된다 학술. .
저널들과는 달리 는 출판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SFP . ,
이 모형에서는 자료 당 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수의“ SFP SFP
가 동일한 자료를 지칭할 수 있게 된다 해체된 저널 이 분산되어 있고 따.[6]”. “ ”
라서 더욱 융통성을 갖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학술적인 상호 의사교환 에“ ”
더 어울린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
는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 첫번째로 이 모형은 제안된 순위 부여 시스템. ,
상에서 확장되지 않는다 잘못된 방법론을 갖는 논문들이 괜찮게는 보이지만 독.
창성이 없는 논문들과 함께 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 첨부된 심사위원의 의견들.
이 없을 경우 순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한 개 이상의 에 의하, . , SFP
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논문들은 대학의 자원들을 낭비하게 된다 심사 시스템.
은 이미 매우 더디게 되었고 중복 노력으로 더욱 지체되었다 세번째로 유용한. ,
논문들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기 때

문에 스미스의 모형에서 언급되는 증가된 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터링.
은 학술 저널의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이다 저널에서는(filtering) .

내에서 출판된 논문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심사 작업의 명성[59,89,112,114,132]
을 나타낸다 아마도 스미스의 순위 시스템은 필터링 도구로 의도되었지만 그. , ,
것이 얼마나 작동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오늘날까지 이 아이디어는.
실험되거나 구현되지 않고 있다.

무료 억세스 모형4.2
무료 억세스 모형은 동료에 의한 논문 심의과정을 거친 디지털 형태의 학술

논문들의 생산과 출판을 위한 하나드 의 잘 알려진 모형에 대해 우리들(Harnad)
이 부여한 이름이다 이것은 학술 논문 저자의 독특한 특성을 기반으[16,93,103].
로 한다 상업 논문 저자들 은 그들의 저작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며 따라서. “ ”
불법 사용으로부터 그들의 저작물을 보호한다 반면에 학술 논문 저자들은 자신. ,
의 논문이 널리 보급되는데 주로 관심이 있으며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

지는 않는다 출판사들은 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그들은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억세스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인쇄물 환경 하에서 학술 저널 논문의 저자들은 복제와 배포의 대가. ,
로 그들 저작물에 대한 억세스 제한을 수용하였다 인쇄 출판은 비용이 비싸며.
출판사들의 투자와 기반설비가 요구된다 하나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독자 보.
다는 저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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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자들이 출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최종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저작물에 무상으로 억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의 모형에서는 가능.
한 한 논문들을 널리 배포하면서 연속간행물 위기 에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것을" "
목표로 한다.
하나드 모형의 여러 버전들 중 하나의 버전을 물리학 출판협회(Harnad) (IoPP)
에서 현재 검증하고 있다 라는 저널은 학술 출판. New Journal of Physics(NJP)
및 대학 정보자원 연합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SPARC) .
논문을 에 발표하기 위해 미화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저널은 인터NJP 500
넷상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논문의 저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일반[133].
적으로 미국에서 저자와 구독자 모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저널들에 의해 부

과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는 그것이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90]. IoPP
한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는 년 월에 시작되었으[90]. NJP 1998 10
며 년 월까지 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저널이 왜 그토록 적은 양의 논, 2000 4 18 .
문만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포함하여.
많은 요소들이 관련될 수 있다 저자들이 에 출판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 NJP
해야 하지만 다른 저널에 출판할 경우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 동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 형태의 저널이 없는 전자 저널들이 영구적인 출판물

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저자들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내용을 담;
고있는 매체와 무관하게 다른 일반 물리학 저널들에 대한 시장이 없을 것이다, .

무료 억세스 모형은 전통적인 모형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 뿐만 아니라 구독 관리 및 유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도 없앨 수

있다 이 모형을 구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소는 저자의 비.
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저자들은 저널 구입 비용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 ,
지 않다 연속간행물 위기는 도서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모형을 평가하. .
기 위해서 저자들은 비용과 효과를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이,
유는 이들이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모형이 전통적인 모.
형보다 대학들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학사회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이것이 장려되어야 한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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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형4.3
영국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에서는 학술 저널의 경제성에 관해 피쉬위크(eLib)
등 에게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그들은 전자 학술 저널 논문의 가(Fishwick et al.)
격을 책정하는 수많은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공급 수요 체계상에서의[94]. /
수많은 왜곡에 의해 현재 학술 저널의 생산과 배포는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

렸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저자들은 출판 수요에 대해서는 중요. . (1)
한 역할을 하지만 출판 비용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독자. (2) ,
와 같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정보 이용 대가에 대한 지불을 거의 하지 않

으며 그 대신 도서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편집자 심. (3) ,
의자 저자들의 작업과 같이 저널 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상당량의 작업은 보상,
을 받지 못한다.

피쉬위크 등은 연속간행물 위기를 극복하고 학술 논문을 위한 효율적인 시장

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학술 정보 배포 체계에 정상적인 시장 피드백 메커니즘“ ”
을 도입한 또 다른 모형을 제안했다 저자와 구독자 모두는 출판 비용에 기여를.
함으로써 둘 모두가 저널의 수요에 기여를 한다 편집자와 심의자는 효율성을.
장려하기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자들은 명예를 얻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발표하도록 장려를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논문들을 개인적으로 이. ,
용하거나 혹은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맞춤형식의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비용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포함시킬 수 있다 편집 사무국에서 자선 단체에 이들 논문들을 위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쉬위크 등은 비록 논문들을 사이트 라이. ,
센스를 통해 구독하더라도 도서관들이 저널 논문들에 대한 최종 이용자들의 억

세스를 제한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최종 이용자들이 그들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원들을 낭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
자의 시간이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억세스 제한에 의해 시스템이 더욱[82,135]
효율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작업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

기될 수 있다.

피쉬위크 등의 모형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하나드 의 모형을 포함하여(Harnad)
많은 다른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의 요소들을 통합화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
기본적으로 하나드의 모형과는 정반대이다 하나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상업.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출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저널.
논문들의 저자들은 명성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동기를 부여 받지 않는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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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번째 동기는 그들의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는데 있다 이러한 견해[93,103].
는 저자들이 출판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연구한 최근 결과들에 의

해 확인이 되고 있다 피쉬위크 등은 현재 시스템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들[13,15].
을 파악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시스템내에서 핵심 역할 담당자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학술 연구자들이 저널 논문들의 편집과 심의에 대한 보상 받기를 원한다는 증거

를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 이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에 의해 동. ,
기를 유발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시스템을 왜곡하게 된다.

4.4 SPARC
는 새로운 모형이 아니지만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광범위한 경쟁을SPARC ,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서관들의 연합이다[130,131,136-138]. SPARC
는 기존의 값비싼 출판물들에 대해 고품질이면서 경제적인 대체물들을 개발하고

있는 출판사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 는. SPARC
년 월에 시작이 되었으며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로부1998 6 . SPARC

터 지원을 받은 첫번째 저널들 중의 하나는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Organic
였다 사의 저널인 의 구독료가 년간 약Letters . Elsevier Tetrahedron Letters 14%

씩 인상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저널과 경쟁하기 위해 가 발Organic Letters
간되기 시작했다 가 발간되었을 때 이 저널의 구독료는 년간. Organic Letters

이었다 이 구독료는 의 년간 구독료 과 비교되$2,400 . Tetrahedron Letters $8,850
었다 가 최초로 발간되고 년이 지나서[13,137]. Organic Letters 1 Tetrahedron

의 구독료는 오직 만 인상되었다 더욱이 년 첫 개월 동안Letters 3% . , 2000 3
에 발표된 논문 편수가 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논문 제Tetrahedron Letters 23%

출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139].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가 있다 이SPARC Evolutionary Ecology Research .
저널은 사의 저널인 와 경쟁하기 위해Kluwer Academic Evolutionary Ecology
발간되었다 는 마이클 로센위그. Evolutionary Ecology Research (Michael L.

에 의해 발간이 되었는데 그는 당시 저널의Rosenzwieg) Evolutionary Ecology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 이전에는. Kluwer Academic (

이었음 등과 같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International Thomson Corporation ) “
들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Evolutionary

저널의 구독료 인상에 대항하기 위해 로센위그는 새로운 저널을 발간Ecology
하기 시작했다 편집위원회가 로센위그에 동참하였으며[140]. Evolu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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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에 제출한 원고의 출판을 기다리는 저자의 가 동참하였다Ecology 90% .
년에 구독료는 전자 저널의 경우에는1998 , Evolutionary Ecology Research $272

이었고 전자 형태와 인쇄 형태의 묶음 저널일 경우에는 이었다 이것은$305 .
의 묶음 형태 구독료인 과 비교가 되었으며 이 경우Evolutionary Ecology $800 ,

디지털 포맷만 별도로 구독할 수는 없었다 년에. 2000 Evolutionary Ecology
구독료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는 인쇄 형태나 혹은 디지털Research , Kluwer

형태 어느것이나 의 구독료를 까지 내렸다 의 추Evolutionary Ecology $784 . 20%
가 요금을 지불할 경우 두가지 포맷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첫해에, .

는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Evolutionary Ecology Research 63
였으며 대표적인 색인 초록지에 색인이 되었다/ [139,141].

4.5 HighWire Press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스탠포드HighWire Press
대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년 봄에 만들어졌다 첫번째 관심사는 학술1995 .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이윤 획득에 있는 출판사들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술

논문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함

으로써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31,142]. HighWire
는 디지털 포맷을 동시에 출판하고 보존한다 여기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사업.
모형이나 전략을 부과하지는 않으며 각 출판사는 스스로 이들을 결정한다 소규.
모 학회 출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전자 출판의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는 이들 출판사들이 현재의 기능적인 장애를 갖는 학술 저널 시장으로HighWire
부터 아직 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네트워크[142].
출판에 새로운 기술의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131].

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어느 정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HighWire
다 이것은 하나의 저널을 공동으로 출판한 명으로 구성된 팀으로부터 시작되. 4
었다 현재 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종의 저널을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다. 70 190 .
또한 수많은 개발 작업을 통해 컨텐츠에 대한 억세스를 향상시켰다 첫번째로. ,

링크를 통해 독자들이 억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널내의 인“toll free”
용에 링크를 할 수 있다 독자는 인용이 발표되어 있는 저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인용된 논문이 도메인내에 존재하는 한, HighWire ,
지불하지 않고 인용들의 원문에 연결할 수 있다 두번째로 에서[143]. , HighWire
는 협력 기관들로 하여금 기간호들 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back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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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를 한다 현재 에서는 건의 논문을 무상으로 이용할[144]. HighWire 146,000
수 있다 세번째로 전용선을 이용하여 특정 원격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145]. ,
미국내 이용자들에 의해 대역폭이 혼잡할 때의 국제적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에서는 역점을 두어 다룬다 연구 및 테스트 결과 이러한HighWire . HighWire ,
접근 방법이 관련된 기술 아키텍쳐가 복잡할 경우 특히 미러링 방법(mirroring)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몇몇 출판사 협. HighWire
력 기관들은 인쇄물을 받지 않은 원격 시장에서 새로운 독자들을 발견하였다

[131].

는 억세스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HighWire
한다 자료의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그러나 분명히 중복[146]. ,
된 접근 방법들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복되고 분산된 백업. ,
전향적인 포맷 통합 분산 보존 등이 관련된다 이것은 휴대형 장치에 저장된 정, .
적인 간략한 컨텐츠 보다는 전자 저널과 모든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snapshot)
목표로 한다 는 이러한 활동의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HighWire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중복의 수준은 비용이 많이 들 것.
이다 본 프로그램의 생존능력은 앞으로 보여지게 되겠지만 는 이러한. HighWire
이슈를 검토하는데 알맞다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임계치 필요한 양 를. ( )
달성하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한 경영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143].
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출판사들과 자료들을 이용하는. , HighWire
도서관들 모두의 신뢰와 관심을 얻었다[143].

토의4.6
현재까지 하나드 스미스 피쉬위크 에 의해 제시된, (Harnad), (Smith), (Fishwick)
대체 모형들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 모형들 모두는 전자저널이 인쇄.
저널 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에 생산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세련되지 않은 텍스트로도 충분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자의 가.
정은 비난을 받아왔으며 후자의 가정은 이용자 요구에 관한 상당한 양의[147]
연구에 의해 부정되었다 앞부분에서 언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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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자 저널들이 상업 출판사들을 거치지 않고 학술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

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다른 분야. ,
저널 보다 훨씬 고가인 경향이 있는 과학 저널은 거의 없다 더욱이 이들은[58]. ,
확실한 비용 회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구독료나 출판[26].
비용은 징수되지 않고 저널에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 저널들은. ,
학술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기고와 소속 기관의 자원의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이 모형이 확장될 경우 보수를 많이 받는 대학 직원들이 예를 들어[148]. ,
학습과 연구 등과 같은 그들의 핵심 임무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더욱이[147]. ,
대학 직원들은 저널 출판에 있어서 영업 설계 기술 분야의 능력을 필수적으로, ,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출판사 직원들 보다 확실히 더 효율적이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 받지 못한 대학 직원들이 이들[89,111].
저널들의 보존과 장기간 억세스를 보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시된다.

는 상업적인 출판 관행을 극복하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저널SPARC .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의 범위는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SPARC .
이것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연구도서관들의 통일된 행동이 출판사의.
가격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사한 프로젝트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는 년 동안. , HighWire Press 5
에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다 는 광범위한 억세스를 장려하고 적절한. HighWire
가격을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소규모 출판사들이 전 세계의 독자들.
에게 자신들의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된다 즉 매체 측면에. ,
서 많은 소규모 출판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출판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시스템은 감당할 수가 없다 학술 저널들의 주요 시장인 연구 도서관.
들은 현재 수준에서의 출판사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출판사들은 전자 저널 시장에서 잘[12,25,95-97,149].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실한 명성을 갖는 저.
널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매체에서든 명성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전[150].
자 저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형태만의 출판물에 대한 저자들의 거부감

도 극복해야 한다 몇몇 출판사들은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58].
은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전에 다른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기도 한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비용 회수 모형과 새로운 가격. -
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 물리학 출판협회. (Institute of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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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있다 후자의 예로는 프로젝트Publishing) New Journal of Physics . PEAK
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와 미시간 대학교 사이의 협력사업으Elsevier Science
로서 사의 종의 저널들로부터 년 개월분의 컨텐츠를 디지털 형태Elsevier 1,100 3 6
로 미국내 개의 연구도서관에 제공하였다12 [80,81].

프로젝트는 개월 동안 유지되었으며 년 월에 종료되었다 이 프PEAK 18 1999 8 .
로젝트는 혁신적인 가격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컨텐츠로부터 어떻게 추가적

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여기에. ,
서는 저널 컨텐츠를 묶지 않고서 그리고 차별화 된 가격 상황 하에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들 저널들을 다시 묶음으로써 묶음형과 비선형적 가격 에[80,81]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용 가능한 컨텐츠는 각각 차별화된 가격으로 가지의 대. 3
체 묶음 형태로 제공되었다.

∙ 전통적인 저널 구독에서는 접근 권한을 갖는 이용자들은 저널 타이틀의

모든 컨텐츠에 무제한적인 억세스를 할 수 있다 인쇄 형태 저널을 동시.
에 구독하는 기관의 경우 한 호당 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쇄$4 .
형태 저널을 동시에 구독하지 않는 기관들은 호당 과 추가로 인쇄 형$4
태 구독료 를 지불하고 전통적인 저널 구독을 할 수 있다10% .

∙ 일반적인 구독의 경우 접근 권한을 갖는 이용자는 전체 컬렉션 종, (1,200
의 저널 으로부터 개의 모든 논문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억세스를 할) 120
수 있다 각 논문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선택되고 해당 기관내의 접.
근 권한을 갖는 모든 이용자들이 억세스할 수 있다 건의 논문들이 선. 120
택되었을 때 구독은 완료되었다 일반적인 구독비용은 논문 당, . $548(

이다$4.56) .
∙ 각 이용자들은 종량제 가격 구조에 의해 논문 당 비용으로 컨텐츠를$7
이용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당한PEAK
양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프로젝트의 완전한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연구 결과 전통적인 구독에 대한 인기가 거의 없고 범용의, [151]
구독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혁신적인 가격 체. ,
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기간동안 범용의 구독

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 갔다[89,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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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고에서는 상업 저널 출판사들과 대학 도서관 사서들 사이의 점증하는 불만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산상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사서들은 저널 가격.
상승을 하나의 중요한 원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병행 출판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며 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디지털 포맷의 장점을 원하지만 보존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기 전까지 많은 사서들은 인쇄 형태 저널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총 구독료와 배포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에서는 인

쇄 형태 저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고 배포되는 세련되

지 못한 텍스트 저널들의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서들과 최종 이용자들 모.
두 전자 저널로부터 확장된 기능들을 기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용 절감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서처럼 비용과 가격이 밀. , ,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비록 생산. ,
비용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더라도 저널 구독과 각 논문의 가

격은 현재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 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에서 이러. SPARC
한 내용들을 보여주었다.

하나드 피쉬위크 스미스 등이 제시한 모형(Harnad), (Fishwick et al.), (Smith)
과 같은 대체 모형들의 구현이 가능하다 에서는. IoPP New Journal of Physics
를 가지고 무상 억세스 모형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저널이 성공하더라. ,
도 는 무상 억세스 모형이 물리학자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보여IoPP
주었을 것이다 특히 예산 지원이 그다지 쉽지 않은 다른 분야들에서 이것을 수. ,
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선호한다 특정 학문 분야에서의 결과[5,153].
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무상 억세스 모형은 연구 도서관들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이 모형이 성공할 경우 대학 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을 고무시킬 것이다 그러. .
나 저자들의 수용가능성은 이 모형의 적절성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구독료.
가 비용과 효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저장 배포 보존도 고려해야. , ,
한다 구독료 수익을 포함하는 대체 모형을 실험할 때 라이센스 협상은 또 다른. ,
추가 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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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여지없이 최근 들어 대학 사회에서 추진된 가장 확실한 프로젝트들,
중의 하나는 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로부터의 억세스HighWire Press .
를 향상시키고 학술 저널 출판의 경제적 구조를 다시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기능적이며 통합이 되고 하이퍼링크가 된 전자 저널 시스템을 적당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구조내에서 저널의 보. ,
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비록 등과 같은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학술 정보 배포 체계 내에서의HighWire ,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 저널의 구독과

배포 프로세스는 아직도 계속 변하고 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저널 생산과.
배포 체계를 확립하고 확실한 수익 모형의 정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윈 윈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다 대학 연구 집단/ .
은 지난 년 동안 축적된 수준의 출판사의 수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수30 .
많은 서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비용대 효과 비교를 매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

용 가능한 모형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분명하지가 않다 비용과 효과를 결정.
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시장 조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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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논문은 건축술과 자료보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우리는 자료보존.
및 복원가가 원칙적으로 전공자에게 특히 건축가들에게 유보된 이 주제에 접근,
하도록 부추기는 이유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철학적인.
동시에 구체적인 고찰에 기인한다.
수도원내에 칩거해서 살았던 가톨릭 수도자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기억하“
라 형제여 네가 죽는다는 것을 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인, ” .
간을 위한 또한 자연의 모든 물체를 위한 이 본질적인 진리는 지속적인 변화,
즉 노화현상에 순종하며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존재하는 장소의 환경조건에 의,
해 정해진 변화속도를 따른다.
이처럼 종이 섬유소내의 중합 사슬이 섬유의 질 산 의 존재 불순물( ) , ( ) ,重合 酸

등과 같은 내적 발생 요인과 기후조건 광선의 존재 대기오염 곤충 또는 미생, , ,
물과 같은 외적 발생 요인과 관련된 속도로 시간과 함께 훼손된다 게다가 자료.
를 정돈하고 운반하고 열람하는 각각의 방법 등은 책과 문서의 수명에 커다란, ,
영향을 미친다 결국 화재 홍수 도난 또는 문화파괴주의 같은 재난은 이전에. , ,
행해진 자료보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
필사되었거나 또는 인쇄된 문화재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흔치않은 반면에 자료보존 및 자료이용 조건에 대한 제어가 물체의 변질속도에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영역.
에서는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건축양식 특히 서고건축은 자료의 변질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건축술과 자료보존을 연결시켜야하는 고심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Vitruve4)는 그의 저서 건축술개론 에서 도서관들은 동쪽으로 방향을 돌릴“『 』

것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위해서는 아침 햇빛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책과 문서들은 남쪽과 서쪽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처럼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책은 벌레와 광선의 작용에 의해 손상되고 특히 습기찬 바람에 의해

옮겨진 광선은 책에 침투하여 책을 노랗게 만들고 변질시킨다 라고 말했다.” .
그러므로 필사되었거나 인쇄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근심걱정에는 건축술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 고대 로마시대의 군사기술자 및 건축가로 건Marcus Vitruvius Pollio, De architectura (
축술개론 의 저자 역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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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전문가들에게 있어 건축술과 자료보존사이의 관계는 명백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관리와 정치가들과 같은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게도 늘.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건축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불행하게도.
건축가들은 대개의 경우 도서와 문서의 변질 매카니즘과 그 예방에 대하여 피상

적인 지식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록보존소와 도서관의 많은 서고들에 있.
어 건축역사는 그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대책이 흔히 건물 바닥의 정확한 하중

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과 온습도 및 광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료보

존의 요인들이 건물의 외관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우리

에게 보여준다.
도서와 문서의 보존을 위한 건물의 기능은 부지의 선정 구조 건축에 사용된, ,
자재 건물의 외관에 있는 문과 창문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
는다.
자료보존의 요인과 건축학상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설계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축가나 건물의뢰자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료보존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를 위한 콩쿠르 또는 건축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건축가의 창조적인 작업. 5)은 건물이 그 기관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요구에 대한 명료한 표현에 의해 길잡이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요구는 되도록 빨리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 때에,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 거론된 논의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방

법으로 다시 구분된다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서고의 문제점들은 공동으로 접근.
되었다 또한 이 논문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에서 필자의 견해.
를 지지하는 논의들을 전개하는 것을 포기했다 규격 정보와 도. ISO/DIS 11799 “
큐멘테이션 기록물보존필요조건 은 이 주제의 본질적인 특질을 요약하며 이- ”
논문에서 제공한 정보와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5)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많은 다른 논의들처럼 이 논의도 저자의 다른 저작에서 찾

아볼 수 있다. A. Giovannini, De tutela librorum. La conserv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Die Erhaltung von Büchem und Archivalien. Deuxième édition revue et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출판됨augmentée. Genève : Editions IES,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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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일관성1.

일반적으로 자료보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 문화유산,
의 접근방법에 영향을 주는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건축은 복합적인 작업이다.
자료보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요소는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다루어질 주제 중 어느 것 하나와 동일시될 수 없다 반.
면에 그것은 보존해야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뿐 만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와 직원의 요구까지도 감안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능력 안에서 프로젝,
트의 일관성 안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단언은 진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 .
관성의 결여는 최근에 건축된 건물에서조차도 매우 자주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되고 때로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 .
이러한 유형의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개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로 건

축가 기록관리사와 사서 자료보존전문가 그리고 건축기술자들은 물론이고 공, , ,
기조절 기술자들과 같은 모든 필수적인 특수한 전문가들이 관련된 복( )空氣調節

합적인 작업에 있다 여러 전문분야간의 이 작업은 프로젝트의 위상에 의해 제.
한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기록관리사와 또한 자료보존전문가가 주의를 기울여야.
만 하는 공사장이 존재하는 건축기간동안 계속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단계동안 흔히 자료보존의 요인들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하지 않

은 외양을 선택한다.

이러한 여러 전문분야간의 작업그룹 안에서 자료보존전문가의 역할에는 다음

의 세 가지가 있다 :

∙ 서로 다른 전문집단이 사용하는 특수용어와 관련된 언어와 내용상의 어

려움을 제거하면서 기록관리사 사서와 건축가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자, ,
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흔히 기록관리사 사서들은 기술적인 배경. ,
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매우 다르고 상당히 폐쇄적인 전문가 세계에 속,
한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

∙ 한편으로 자료보존전문가는 자료보존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건물의 다양,
한 양상들을 위해 행해진 선택들과 필수불가결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
여 행해진 선택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기술적인 또는.
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택이 자료보존 요인에 간접적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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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자료보존 전문가는 자료보존과 관련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미 겪었던 경험을 적용하면서 직접 간접적, ㆍ

으로 그가 이전에 종사했던 프로젝트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의 일관성은 그 프로젝트의 행정적인 조직과 재정적인 구조 안에 반

영되어야하는데 그것은 행정적 재정적인 구조가 수준 높은 프로젝트의 실현에ㆍ

장애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설비의 퍼센테이지로 정해.
지는 공기조절 엔지니어들의 급료이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기술자에게 최소한.
의 기준에 의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자에게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임금의 지불을 약속하면서 가중된 작업을 유발

시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은 수행된 작업에 따라 지불되어야할 것이다. .
예를 들어서 년 노이샤텔1997 6)에서 매우 진보된 생태학적인 기준에 근거한 연
방통계청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양상이 해결되지 않았던 탓으로 공기

조절 엔지니어들 이름으로의 봉쇄에 직면했었다.

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2.

지질학적인 관점 지진이나 산 사태 등 에서 안정된 부지 위의 도서관이나 기( )
록보존소를 위한 최상의 위치는 홍수와 범람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된 지역의

배수가 잘되고 최소한 약간 높은 곳이다 지하수와 지표면수의 배출은 정상적인.
상황과 예외적인 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안정성이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안에

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물을 위해 예정된 부지의 위쪽에서 발견되는 물의 흐름.
은 특히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수.
도관의 망은 흘러 들어온 물의 역류와 하수의 막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예외적인 기상사.
건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기오염과 관련된 요인 실재하는 공해산업과 관련된 요인 또는 교,
통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인접한 건축물들도 평.
가되어야하는데 특히 폭발 위험성 또는 공해방출에 대하여 그리고 곤충 쥐 설, , ,
치류의 존재와 같은 생물학적인 위험과 군사상의 표적 같은 전략적인 위험에 대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6) 스위스 노이샤텔주의 주청사 소재지 역자주Neuchâ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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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와 조직3.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는 가능한 통로와 그것의 이용

빈도가 표시된 사람과 물체의 순환도표이며 이 도표는 각 기관별로 특수하다.
기계실 서고 행정적인 구역과 공공구역의 배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통로, , 7)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도서와 문서의 순환3.1
도서와 문서의 순환은 각각 적절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단계들로 나

뉘어질 수 있다 어떤 기능들은 선별실 처럼 문서에만 특정한 것이다 그. ( ) .選別室

러므로 각 기관은 고유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각 장소에 대한 묘사는 매우.
간결하고 상세하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 보존되는 물체의 크기와 그것의 포.
장상태를 고려하여 장소의 크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각각의 기능은 하나 또는 그룹으로 된 방에 위치할.
수 있다 도서와 문서의 순환은 사람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청결한 구역과 불결.
한 구역8) 사이의 이동을 최소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불결한 구역“ ”
∙ 하역 구획 지붕으로 보호되는 건물 외부의 구획( ) ( )荷役

외부 공기의 대량 유입을 피하기 위하여 복도와 다른 장소들로부터 분리

된 현관 입구의 넓은 공간 폐기해야할 도서와 문서의 보관소.
∙ 임시보관소와 격리장소

별도의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고 지게차의 짐받이판이 접근할 수 있는 통,
상적인 서고와 반드시 분리되어야하는 장소

∙ 전부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장서를 위한 분류 장소

7) 도서와 문서의 순환을 위한 통로 직원을 위한 통로 및 이용자를 위한 통로 역자주, ( )
8) 불결한 구역 은 장차 먼지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도서들과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
벌레가 들끓는 도서들이 소독이나 보존처리되지 않은채 취급되는 공간이다 반면에 청. “
결한 구역 이란 정확하게 깨끗한 상태의 도서와 문서들만 있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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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도서와 문서를 클

리닝하고 먼지가 건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거나 필터에 의해 여과되는,
장소

청결한 구역“ ”
∙ 정규의 수리복원실이 없을 경우 간단한 수리복원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는 도서와 문서를 포장하거나 보호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만일 건축 계획 속에 예정된 것이라면 사진과 마이크로필름을 위한 장소

∙ 도서와 문서를 포장하거나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자재 보관 장소 지게차(
의 짐받이판 위에 쌓아둔 책이나 문서 보호용 커버 봉투 보존상자 등, , )

∙ 만일 건축계획 속에 예정된 것이라면 적어도 건조시키는 장소와 물을 사,
용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습한 장소와 함께 수리복원용 자재를 위한 보관

소가 갖추어진 수리복원실

만일 전시 활동을 고려한다면 다음의 장소가 더 필요하다 :

∙ 전시를 위한 공간

∙ 기관에 반입되고 반출되는 전시작품을 포장하고 짐을 풀기 위한 장소

∙ 전시를 준비하고 액자를 끼우는 등 작품을 처리하는 장소

∙ 진열장 액자틀 및 예비용 자재의 보관소,

기록물의 순환을 위한 통로는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장소와 서고 및 승강기

안에서 표준규격의 지게차 짐받이판의 용이한 통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중심.
이 되는 통로의 문은 작업공간이나 서고처럼 건물의 서로 다른 구역들 사이가

효과적으로 구획이 되는 동안은 직원과 북트럭 등의 용이한 통행을 위해 자동문

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직원용 통로3.2
직원용 통로는 이용자용 통로나 서고와는 명확한 방식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직원 전용 구역의 내부는 자동문이나 또는 적어도 원거리에서 인지되는 자석카

드로 제어되는 문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열쇠로 잠가야하는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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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안전에 대한 고려를 생각하지 않고 비인.
간공학적인 시스템을 꺼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와 문서를 대출 서비스하는 곳과 서고사이의 연결통로는 직원들을 위해서

뿐 만아니라 북트럭 등을 위해서도 통행로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특

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통로들은 각 기관의 기구편성과 특수한 작업.
절차를 고려하면서 조직화되어야하며 전시회와 같은 일시적인 활동들도 또한 고

려되어야 한다.

이용자용 통로3.3
이용자를 위한 통로는 열람실 및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서비스로의 용이한 접

근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적인 구역의 출입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하며 서고 출.
입은 완전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비상구는 어떤 경우라도 서고나.
행정적인 구역을 통과해서는 안된다.

서고 건축4.

면적과 수장량4.1
각 서고의 면적은 에서 사이가 이상적인데100 200㎡ ㎡ 9) 이 제한된 크기는 온
습도의 균일화를 용이하게 해주고 화재와 홍수 시에 최상의 안전을 제공한다.
서고는 방화문으로 분리되어야하며 평상시에는 서고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상경보회로와 연결된 자기시스템에 의해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 언제나 잠긴 채로 두어야하는 유일한 문은 서고와 행정적인 구역 및.
공중을 위한 구역 등 다른 구역과를 구획 짓는 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통로에는 서고로 유입되는 다량의 외부 공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 미터의 거3
리를 둔 두 개의 문에 의해 만들어진 에어로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문들은.
자기 카드에 의한 자동문이거나 또는 그 문들 중의 하나는 용수철이 장착( )磁氣

된 단순한 주위 차단벽이어야 한다.

9) 만일 각 서고의 면적이 이내인 경우 건축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서고내에200 ,㎡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지않으며 자동방화문을 장치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자체로,
서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소화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 .消火

이런 문제가 없고 보존환경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지시들이 잘 준수된다면 서고의 면

적을 더욱 크게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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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의 높이는 정해진 온습도 관리 개념에 따라서 서가 위에도 공기가 충분하

게 순환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서가의 높이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원칙적으.
로 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료보존을 위한 다른 기준들을 준수할 수 있다220cm .
면 높이가 매우 높은 산업용의 보관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10)
건물의 외부나 또는 지표와 접하는 벽이 있는 서고의 서가들은 주변 난방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기후 의 생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 벽에서( )微氣候

적어도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40cm .11)
통로와 문의 크기는 보존되는 자료에 맞추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표준규격의 지게차용 짐받이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서고의 최대 바닥 하중은 보존되는 자료에 따라 계산되어야하며 설사 원래의,
프로젝트에 예측되어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동식 밀집서가와 더불어 서고에 설치

가능한 모든 설비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판본과 문서자료를 쌓아올렸을 때. 1m
그 무게는 에 달하며 대형 장부의 무게는 에서 사이이다 최100kg 150kg 200kg .
대 하중의 계산은 홍수가 났을 때의 결과를 고려해야하는 데 그 경우 서고에 소

장된 자료의 무게는 두 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uchein12)은 높이의220cm
고정서가를 설치한 서고를 위한 최소 하중은 당 으로 할 것을 조언한1 1,200kg㎡

다 이동식 밀집서가의 설치는 통로의 간격과 서가자체의 무게에 따라서. 100%
에서 에 이르는 하중의 증대를 유발한다150% .

지하서고 건축4.2
서고의 이상적인 위치는 지상이며 지붕의 바로 밑이 아닌 건물의 중간층이다.
이러한 위치는 자료보존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리를 위해 매우 편리하다.
만일 부득이 지하서고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다면 주의해서 관리해야만 되는 추

가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10) 실제로 연구보존용인 프랑스 국가문헌 부씩을 보존하고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뷔1 ‘
시 쌩 조지 테크닉센터 에서는 이 자료들을(Centre technique de Bussy-Saint-Georges)’
미터 높이로 제작된 서가에 보존하고 있다 역자주10 .( )

11) 최소 공기조절 시스템의 개념 참조5.5.1 ‘ ’
12) M. Duchein, La construction des bâtiments d'archives, construction et équipements.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몇몇 양상들을Paris :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1985.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로 기록보존소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

고 있다.



154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서고 건축 건축술과 자료보존:

서고가 지하에 위치하게되면 홍수와 침습 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浸濕

커다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서고 둘레에 배수 설비를 갖추고 검사가 가능한 업. ,
무용 통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이 통로는 정확하게 배수가 되.
고 방수되는 외부의 벽과 바깥쪽이 방수되는 서고의 벽을 분리시킨다.13) 이 통

로는 게다가 벽을 통한 습기의 이입과 관련된 응결을 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

게 해준다.
수도관과 기계의 파열 같은 건물 내부의 사고나 천재지변 또는 상부층의 화재

에 대한 소방관들의 개입 등으로 생기는 물을 위한 저수 장소를 계획하는( )貯水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이 저수장소는 반역류 밸브와 함께 하수관과 연결된 것.
이거나 또는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물을 뽑아내는 펌프를 갖추고 공급 가능한

자가발전 전력이 있어야한다.
요컨대 지하서고 안에는 인공적인 공기유통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필수불가

결한 것은 외부의 온도가 지하서고의 온도보다 높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기의 자

연적인 유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양상들을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상에 위치한 서고를 위한 소견, ,
들도 유효하다.

지상서고 건축4.3
서고 주위를 빙 둘러싸는 업무용 통로에 대한 개념은 지상서고의 건축을 위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소견들은 아마도 직원들을 위한 통로.
처럼 이용될 수 있는 서고를 둘러 싼 이 업무용 통로의 사용과 실제로 아주, ' '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오픈된 곳과 유리를 끼운 외관4.3.1
∙ 서고 주위 벽들에 나있는 문이나 창문 등 오픈된 곳의 수는 필수 불가결

한 최소로 제한되어야 한다 자연광선은 서고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극히.
제한된 양만 허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광원이 선호된다 만일.
서고에 창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창문은 매우 작아야하며 완벽하게

단열이 되고 완전히 차폐 할 수 있어야 한다( ) .遮蔽 14) 서고에 있는 작은

창문의 유리한 점은 필요할 경우 서고에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

13) 면적과 수장량 참조4.1 ‘ ’
14) 자연광선은 자외선의 방사를 여과할 수 있도록 티탄백색으로 페인트칠한 표면에 반사,
되게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주 작은 양만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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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해결하기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보존환경상의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불

균형한 에너지 소비의 원인이 되는 유리를 끼운 넓은 외관은 어떠한 경

우에도 피해야 한다 실제로 유리를 끼운 외관으로 침투하는 빛을 내는.
방사 의 일부분은 그 방사 가 영향을 미치는 외관에 흡수되고( ) ( )放射 放射

그 곳에서 열로 변화한다.
만일 건물이 단열이 되는 유리로 설비되어있다면 이 열은 그곳에 축적' '
되고 특히 여름에는 심각한 과열을 초래한다 햇빛 에너지는 기후가 온.
화한 지역에서도 손쉽게 당 에 도달한다 반면에 단열이 안된 유600w .㎡

리를 끼운 대규모의 외관을 가진 건물은 어찌됐든 보존 환경적인 관점에

서는 불안정한 것이다.

건물의 외장 건축4.3.2
첫째로 서고는 보존환경 면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누려야 한다 건물 외.
장의 첫 번째 역할은 외부의 다양한 기후 변화를 매우 완화된 방법으로

건물 내부에 반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서고의 외벽은 수증기가 잘 침투할 수 있는 페인트와 초벽과

함께 기공이 많고 흡습성이 있는 소재의 풍부한 층으로 건축되어 육중하

고 단열이 매우 뛰어 나야 한다.15) 공기중의 습기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

출하거나 하면서 건물 내부의 환경을 안정시키는 이 소재들은 온습도 변

화에 대한 완충물구실을 한다.16) 또한 먼지가 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내벽 표면의 마지막 손질도 가능한 한 매끈하게 해야한다 천장도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적어도 페인트칠이라도 해야하며 내부의 어떤 벽

도 칠하지 않은 채로 두어서는 안된다.

15) 건축 소재와 그것이 건물 내부의 보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다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T. Padfield, The Role of Absorbent Building Materials in
Moderating Changes of Relative Humidity. Report from the Department of Structural
Engineering and Materials,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Series R no. 54,
1999.

16) 이런 종류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은 건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벽에

남아있는 습기는 건물은 사용하기전에 세심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고를 건축한.
후 너무 일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보존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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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조명과 인공조명4.3.3
∙ 서고는 각 기관의 개관시간 동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빛 룩스 으로(20 50 )∼

작동시간 분에서 분간 조명해야하며 대기스위치로 몇 분 동안은 조10 15
도를 에서 룩스로 밝힐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있어야 한다 각 기관200 300 .
의 폐관시간동안 서고는 완전한 암흑 속에 있어야하며 이 때 창문들도

완전하게 차폐 시켜야 한다( ) .遮蔽

∙ 인공조명의 광원은 또 제한된 양의 자외선 이하 을 방사 해(75 /lm ) ( )放射㎼

야 하며 동시에 그 광선이 서고에 미치는 열기는 매우 약해야 한다 환경.
관리시스템의 계획 속에는 인공광선의 광원에 의해 발산되는 열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공조명의 광원은 서고에 먼지가 누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하

면 천장보드에 끼워 넣어진 상태여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먼지의 누,
적과 서고위쪽에 대한 시각적인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매달아놓는 천

장17)은 피해야 한다.

바닥4.3.4
∙ 바닥은 짐받이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견고하고 마모에 잘 견뎌야한다.
표면은 매끈매끈하고 방수처리가 되어야하며 서고의 양호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쉽도록 충분히 밝은 색깔이어야 한다 북트럭 등의 사용을 제한.
하는 장애물은 없애야 한다 이동식 서가의 레일은 바닥과 완벽한 수평이.
되도록 주의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음쇠에 합쳐져야 한다 비록 모든 서고.
에 이동식 서가를 구비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서고 전체에

이런 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배관4.3.5
∙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모든 파이프와 배관은 서고의 외부로

지나 가야 한다 특히 수도관과 하수관은 서고를 통과하지 말아야하며 서.
고에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어떤 기구도 설치해서는 안된다.

지붕4.4
서고의 지붕은 되도록 그 지역의 강수량의 유형과 양을 적용한 경사도로 경사

17) 천장 높이를 낮추거나 또는 천장밑에 설치되는 전깃줄이나 에어컨디셔닝 설비를 가리기
위하여 널빤지 같은 것을 철사줄로 매달아놓아 이중천장처럼 만들어 놓은 천장 역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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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해야 한다 평평한 지붕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주 방수에 문제를 일으킨다. .
건설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기간은 대개의 경우 년에서 년으로 제한되는5 10
데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이다.

내부환경5.

이 장 에서는 노점 수증기의 응결과 아울러 온도 절대습도 및 상대( ) ( ), ,章 露点

습도와 같은 기후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참고할 것이다 자료보존에 관한 일반입.
문서18) 에서 이 논지에 대한 일반론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5.1
∙ 내부환경의 안정성은 첫째로 건물의 질에 의해 그러므로 육중하고 단열,
이 매우 잘된 벽처럼 본질적으로는 수동적인 방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

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조절 장치에만 의존한 보존환경의 안정성에 대.
한 설계는 배제되어야 한다.

∙ 서고의 보존환경관리는 행정적인 구역과 공공구역의 공기조절시스템과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 서고의 보존환경관리와 환기에 대한 설계는 일정한 온습도를 얻기 위하

여 서가의 배치와 구조가 고려되어야한다.
∙ 환기파이프는 튼튼한 자재로 덧 씌워져야하며 청소하기 쉽고 표면이 울

퉁불퉁하지 않아야 한다.

서고내의 환기5.2
서고내의 환기는 어떤 경우에도 사무공간을 위해 예비된 것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 선험적으로 직원의 서고출입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시간이 제한된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한번의 환기로 대부분 충분하며 서고의 출입 빈도에.
따라서는 주 회의 환기로도 충분할 것이다 서고의1 . Andrea Giovannini, op. cit.
출입 빈도와 기공이 매우 많은 건축자재의 선택에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벽을 통

한 공기확산에 의한 환기에 만족하면서 모든 인위적인 환기를 중지할 수 있다.

18) Andrea Giovannini,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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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환경 기준5.3
서고를 위한 환경 기준으로 온도와 상대습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계절적인 변

화에 따라 제한된 허용변동범위에 의해 표현되었다 짧은 시간내의 습도 변화는.
원칙적으로 시간당 하루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2%, 3% .
환경의 안정성은 자료보존을 위한 매우 크고 중요한 요인이다 보존을 위한.
온도와 상대습도의 절대적인 영향이 분명하게 입증되었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

기후의 연간 변화를 참작하여 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19) 다른 한편으로

상대습도는 필사되었거나 인쇄된 거의 모든 문화재를 위한 보존이나 또는 문화

재 변질의 결정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통제는 온도의 통제.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자료가 열람실에서 이용된다면 유해한 환경적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열람실의 온습도 환경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20)

기후가 온화한 곳에 위치한 서고를 위한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겨울철 온도 만일 열람실의 온도가 섭씨 도 도라면 섭씨 도: 21 22 16 18∼ ∼

도 사이로 한다.
� 여름철 온도 :
-냉방된 서고와 열람실 만일 열람실의 온도가 대략 섭씨 도로 유지된: 24

다면 서고온도는 섭씨 도 도로 유지하고18 20 ,∼

그렇지 않다면 열람실의 온도보다 섭씨 도4 5∼
도 이하로 한다.

-냉방이 안된 열람실 만일 열람실의 온도가 섭씨 도를 넘지 않는: 27 28∼

다면서 고온도는 섭씨 도 도로 유지하고 그22 24 ,∼

렇지 않다면 사무실의 온도보다 섭씨 도 도4 5∼
이하로 한다.

19) 특히 열대지방에서의 건축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서 보존되어왔던 자료들을

위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20) 겨울철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수치는 본문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그렇지만 서고로부터.
열람실로 이동된 자료들에 대해 환경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해야하는데 환경의 안정성

은 환경상의 절대적인 수치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료보존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능하.
다면 열람실의 환경도 또한 통제되어야하며 만일 그렇게할 수 없다면 서고의 환경에 어

느정도 적응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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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상대습도 : 45% 55%∼

� 여름철 상대습도 단 를 넘는 습도 값은 초과 수치에 따: 50% 60%, 65%∼

라서 시간 시간이상 초과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24 48∼

라도 피해야 한다.
� 사진을 보존하도록 예비된 서고를 위한 상대습도는 이며 이러30% 40%∼

한 유형의 서고를 위한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도 도이다12 14 .∼ 21)

겨울철에 약간 낮은 온도와 상대습도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얻는데 한

편으로는 벽 구조 내부의 한랭한 부분의 응결 위험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에

너지 소비를 줄인다.
서고가 지하에 위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또 외부벽의 건축형태에 따라 보존,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설계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완전한 자연적인 환경관리5.4
서고내 환기의 필요성이 매우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서 또 가습기와 제습기의

설치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서고의 환기를 위해 하루 중 또는 일주일 중 최상의,
순간을 이용하는 데에 기초한 환기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외부의 절대습도가 서고의 온도에 대하여 정확한 상대습도를 획득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할 때에만 환기를 허용한다.22) 결과적으로 각 계절별로 환기가 가능한

빈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년동안 해당 지역의 환경수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3)
이 시스템의 이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외부

의 감지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내부의 하나 또는 다수의 감지장치에 의해

통제되는 여과되고 따뜻해진 불어오는 공기에 의해 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
시스템은 서고의 주변 난방과 매우 잘 결합된다.24)

21) 이런 온도하에서 보존되는 자료들은 서고에서 곧 바로 열람실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이 자료들은 변화된 환경조건에 점진적으로 적응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특수한 판지,
로 제작된 상자속에 넣어 운반하면서 이동후 몇시간이 경과된 후에 상자를 개봉해야한

다.
22) 의 도표는 온도와 절대습도 및 상대습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Mollier .
23) 스위스 주의 주립 기록보존소에서 이와같은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일년Vaud
사계절동안의 서고내 공기의 평균수명 즉 어느정도의 빈도로 환기시켜야하는지를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이 데이터와 예상되는 서고의 이용실태를 기초로해서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고려할만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4) 최소 공기조절 시스템의 개념 참조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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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란에서의 자연적인 냉각시스템같은 몇몇 전통적인 방법이 우리에

게 보여주듯이 이론적으로는 서고의 공기조절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는 자연적인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환경관리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가습 및 제습 장치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 매우 습하거나 또는 매우 건조한 기간의 빈도수의 변화 등, ,
기후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나 또는 건축 후에 벽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

우에 그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접합포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공기조절시스템의 다양한 모델5.5
앞에서 예를 든 완전히 자연적인 공기조절시스템의 모델이 적용될 수 없을 때

만일 온도와 상대습도가 희망하는 수치와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온도,
와 상대습도 값이 적용된 공기분출장치를 서고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조절시스템은 온도와 상대습도의 정확한 값을 갖게 하면서 필요한 양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의 질에 의해 완화되어야 하는.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공기조절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된

다.

최소 공기조절 시스템의 개념5.5.1
공기조절 시스템의 최소모델은 환기시스템과 분리된 난방시스템을 포함한다.
∙ 외부 벽 또는 지하의 벽에 있는 주변 난방은25) 제일 춥고 습기찬 구역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곳의 균일한 환경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균일한 환경은 공기조절에 의한 공기의 움직임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변

난방 또한 그 구역의 임시적인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서가와 외부벽 사.
이의 거리는 로 축소할 수 있으며 서고는 서가를 위해 완전하게 사15cm
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난방은 서고와 벽의 외부면 사이의.
온도 차이가 섭씨 도를 넘는 모든 벽들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이것은5 .
또한 서고와 난방이 안되는 기계실 사이의 벽과도 관련된다.

25) H. Grossesschmidt, Stabilisierung des Raumklimas als Grundlage sachgerechter
Bewarung. Das Museumsdepot. München : Weltkunst Verlag, 1998, pp.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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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과 공기조절장치를 분리하는 것은 좀더 단순하고 고장이 적게 나며

혼란스러움이 적은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기후가 온화한 지역의 단열이 아주 잘된 건물 안에서는 습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을 위한 냉방시스템을 포기할 수

있다.
∙ 환기시설은 어떤 장소를 환기시키고 싶을 때나 또는 내부의 환경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작동해야 한다 공기의 순환 본질적으로 재순. (
환 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한결같이 유지되며 공기의 충분한 유입을 보) ,
장하기 위하여 환경수치가 수정되어야할 때에만 증가되는 시스템을 구상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 따라서 공기조절장치는 가습기와 제습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치들은.
일반적인 규모에 비해 작은 크기여야하는 데 왜냐하면 정확한 환경수치

로의 신속한 복귀보다 환경적인 안정성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습도.
값의 변화속도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시간에 하루에 이내여야2%, 3%
한다.

전통적인 공기조절시스템의 개념5.5.2
∙ 공기분출장치에 의한 난방시스템은 훌륭한 환경적인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구적이고 충분하게 강렬한 공기의 순환을 요구한다 외부의 벽.
은 지표면 온도에 비해 결코 섭씨 도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3 .

∙ 난방기 냉방기 가습기와 제습기 같은 공기조절장치는 환경적인 안정성, ,
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인 표준규격에 비해 작은 크기여야 한다.

∙ 만일 한 기관의 서고가 건물의 여러 층을 점유하고 있다면 중앙의 선공

기조절 장치와 연결된 각각의 층을 위한 공기조절 설비를 계( )先空氣調節

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비들은 층별로 습도 값의 관리가 가능하

도록 해주어야한다.

공기여과5.6
∙ 공기조절시스템의 선택과는 별도로 서고 안으로 유입된 외부공기는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가스형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심하게 여

과되어야 한다 활성목탄 필터와 타잎의 화학적인 흡수필터 및 먼. purafil
지제거필터인 등급 또는 등급이 더욱 좋음 의 조합이 권장F8/F9 ( H10/H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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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오염물질은 거의 제거된다.
∙ 재순환되는 공기는 외부공기의 침투 또는 서고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부

패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같은 필터나 유사한 필터들의

그룹을 통과해서 지나가야한다.
∙ 공기여과필터를 위한 투자와 그것의 필수불가결한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만일 자료 보호가 단지 먼지 쌓인 도서와 문서들을 위해서만 행해진다면

서고청소를 위한 비용삭감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수치의 측정5.7
∙ 환경수치의 통제는 서고 관리를 위한 본질적인 활동의 일부를 이루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각 서고마다 설치되어 있는 온습도 측정기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조절시스템이 실재해도 외부의 기후조건을 위하여.
온습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며 공기가 분출되는 닥트 안에

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습도 측정기는 상대습도. , ±1%,
온도 섭씨 도 오차범위의 정밀성을 가져야한다 측정기는 온습도 수±0.5 .
치가 기준수치에 비해 심각해지는 상황 예를 들어 가습기와 제습기가 작,
동되지 않아 신속한 개입이 필수불가결해질 때를 위한 원격 경보장치를

갖춘 관리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설치된 기술적인 설비가 아주 단순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규칙적인 통제

아래 유지되어야 하는 간단한 온습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경우에 온습도 측정기는 현장에서 손쉽게 표준에 맞출 수 있어야하

며 이러한 작업은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실행되어야한다.

에 대비한 보호6. 災害

6.1 水災
∙ 서고는 예외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 예측되는 최고 수위에서 미터 넘는1
높이까지 외부쪽으로 완벽하게 방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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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내부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지점에 적절한 용량의 하수구가

갖추어 져야하는 데 이러한 위험은 특히 공기조절 설비실 실험실 주방, , ,
휴게실 및 서비스 공간에 존재한다 그 위에 서고의 침수를 예방하고 물.
이 예비된 저수장소에 용이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파이프와 장비의 사고

로 인한 파괴시 방출되는 물의 진로도 검토되어야 한다.
∙ 수돗물 공급시설을 갖춘 모든 기계설비구역은 서고처럼 바닥면에 누수된

물을 위한 원격경보시스템과 연결된 감지기를 갖추어야한다 감지기는 분.
리된 장치형태와 케이블 형태가 있다.

∙ 건물내부의 공간구조와 통로구조는 물에 의해 야기되는 작은 재난을 차

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火災
∙ 불과 연기를 탐지하기 위한 감지기는 국가규정과 지역의 조례에 따라야

하며 감지기는 당연히 서고를 포함한 건물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소화시스템의 설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장자료를 위한 결과와

시스템의 실재 및 고장 가능성에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면서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고 내에 높은 수압의 수도관이 있을 경우 등( )
서고의 구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고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즉시 차단

할 수 있어야 하며 서고와 행정구역 및 공공을 위한 구역과의 분리는 다

른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서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도난6.3
∙ 도난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각기관에 소장된 문화적인 자산의 상업적

인 가치를 고려하면서 행해져야한다 보호시스템은 기관이 활동하는 시간.
에 관련된 위험과 마찬가지로 폐관 시간 동안의 위험도 고려되어야한다.

∙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대책 또한 그 기관의 공공을 위한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 및 서고 사이를 밝고 기능적인 통로로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위험들과 함께 문화파괴주의에 대한 위험과 건물에 대한 공격,
특히 외부로부터 접근이 가능한 구역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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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와 재난시의 대처6.4
∙ 서고의 건축적인 설계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서고내의 위급한 개입과

관련된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도서와 문서의 신속한 대피는 그 기관에.
소장된 자료의 형태와 양을 고려하면서 필요할 경우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는 그 기관의 서로 다른 구역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

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용자용 비상구는 어떤 경우라도 서고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또한 행정적인 구역에 접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서가와 기타설비7.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 필요한 설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가.
와 다른 비품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과 의 저작M. Duchein A. Giovannini
을 참고할 수 있다.26)

결론과 전망8.

건축가는 자신의 직업상의 창조적인 전망과 주위환경 속에서의 건물의 위치설

정을 결합해야하는 따라서 건물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격식을 갖춘 기념비적인,
건물의 외관을 조화시켜야되는 무거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26) M. Duchein, op. cit. pp.42-59.
A. Giovannini, op. cit. pp.35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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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특히 어려운 작업이고 건축가들이 건물의 기념비적인 규모와 외관에,
비해 건물의 기능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기념비적인 규모와 외관은 많은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
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하나의 건물은 특수한.
기능을 위해 건축되며 최우선으로 이러한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부

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확신에 대한 깊은 관심은 건축가의 작업을 그만큼 더 어.
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의 성공적인 창작물에 그만큼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건축은 이전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새로운 도서관이.
나 기록보존소를 위한 프로젝트가 같은 장르의 건축물의 단지 몇가지 실례만 고

려하면서 이 건축물들의 결함에 대한 인식 없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

은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약간의 지역적인 또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건축된.
건물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같은 장르의 건축에서 좋거나 나쁜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된 건물에 대한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과정이 일반적으로 거의 결,
여된 것에서 기인한다 최근의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다양한 건축에서 자료보.
존과 건축소재의 작용을 종합 검토하는 임무를 맡는 범전문분야적인 작업그룹을

창설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것을 대조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현대적인 건축술에 더욱 논리 정연하게 적용하는 중

요한 진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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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 차2001 5 21 28 5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도서관원의 훈련과 재교육 을 주제로 발· “ ”
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기 조 연 설

국립국회도서관의 최신동향에 대하여

국립국회도서관 도서관협력부장( )土屋紀義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의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업무의 장래에 커다란 가능

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도서관의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
인 사서 들이 이 커다란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존재의의에 대한 근( )
원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가칭 개관준비 국제어린이도서관 제 기 개( ) , 2
관 준비 더우기 동경본관 업무재편이라는 과제의 구체적 해결 등 국립국회도서,
관은 창립이래 미증유의 격동기에 있다.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함에 있,
어 우리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보고에서는 주로 지난 년간 위의 제 문제를 우리도서관이 어떻게 대처해1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도서관의 최신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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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준비1. 關西館

건립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작년 월에는 전체 철골공사를11關西館

완료 을 거행하였고 월에는 거대한 철골제의 벽면을 매로 나누어 와, , 12 2上棟式

이어로 끌어당기는 신공법 웨이크업공법 을 도입하였다 내년 월 준공 동경본( ) . 3 ,
관과의 연결을 목표로 전기배선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의 연면, .
적은 약 이다60,000 .㎥

개관 초에 배치할 자료는 도서로 환산할 때 만책분을 예정하고 있200關西館

다 서양서 연속간행물 과학기술관련자료 중국어 한국어자료를 비롯하여 아시. , , ,
아 관련자료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이 문헌제공서비스. (Document關西館

및 아시아 문헌정보 서비스의 거점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delivery service)
다 이들 자료는 현재 약 만책이 배가되어 있는 개가열람실용의 도서와 함께. 10
이용제공에 필요한 자료 조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에는 우리도서관이 작성한 잡지기사색인 에서 채록한 만종의, 1關西館 「 」

일본어잡지의 복본을 정비하여 문헌제공서비스 에(Document delivery service)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은 전자도서관서비스 실시의 거점이 될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장서.關西館 「 」

로서는 귀중서 화상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제공되고 있·
고 작년 월부터는 년 이래 입수된 일서 만건 년에 옮겨 입수된 양, 3 1948 210 , 1986
서 만건의 서지정보를 으로 검색할 수 있다 개관시에는20 Web-OPAC . 關西館
검색가능한 서지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국회회의록 원문 의 소급입력을 완료하여 월 일부터 소화 년DB , 4 20 22(1947) 5
월의 제 회 국회부터 현재 국회에 이르기까지 중의원 참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1 ·
회의 모든 심의 내용을 우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개관에 맞춰 새롭게 제공을 할 예정인 정보로서 명치시대 간행도서의關西館

전자화 작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등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작년에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 드디CD-ROM ,

어 월부터 납본대상자료로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계 전자정10 .
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에서 실시되는 전關西館

자도서관사업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문제에 직면한 행정기관 학술. ·
기관 등의 협력을 얻어 수집한 전자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존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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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 도서관협력사업 실시 거점으로 이미 궤도에 올라 높은 평가를, 關西館
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목록 네트워크사업을 확대 외부 도서,
관인 사서 등에 대한 연수 및 장애자서비스의 충실 등을 기할 예정이다( ) .
또한 개관 후 당분간은 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關西館

에 충실을 기할 예정이며 이는 장래의 과제에 대한 기초로써 실행하고 있는 것,
이다.

국제어린이 도서관 제 기 개관 준비2. 2

작년 월 제 기 개관한 국제어린이 도서관은 호평속에서 착실히 이용 정착되5 1 ,
고 있다 그러나 우에노 도서관은 시설개수가 전면적으로 완료되어. ( )舊支部 上野

있지 않았고 또한 시설 자료 및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정비도 미, ·
흡하였다.
제 기 개관이후 시설개수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년 월말에는 개수공1 2002 1
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와 함께 년 월경에는 전면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2002 5 .
현재 본관에 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만여책의 아동서 이동을 비롯 국제, 10 ,
어린이도서관의 개관 준비 초에 예정하였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도 정

비하였다.
드디어 세계적인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 본격적으로 발족하게 된다.

관체제의 확립을 향하여3. 3

개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 준비에 맞춰 본관의 업무 개편은 중요한 과,關西館

제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한다. .

국회서비스(1)

국회에 소속된 우리도서관의 사명은 일차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서비스이다.
현재 국회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여러가지 개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
알려져 있듯이 국회회의록의 인터넷을 통한 국민에의 제공은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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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인 서비스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제에 의한 대응으,
로는 불충분함은 말할 것도 없다 관체제의 구축에 따른 인 기구의 재편. 3 全館的

에 앞서 및 에서는 올 월 대규모로 기구재편을 실시하였다 그4 .調査 立法考査局

전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 과제 법안 등의 분석적 조사의 확충 강화 해외. ·① ②

입법정보 등의 제공 강화 국정과제 법안 등에 관한 및 의 저· 調査 立法考査局③

작물 등의 제공 확충 입법 등에 관한 정보의 발신기능 강화.④

이에 대응하여 종래의 서무과 조사연락과 조사자료과 를 조사, , ,「 」 「 」 「 」 「

기획과 국회레퍼런스과 전자정보서비스과 로 해외사정과 를 해, , ,」 「 」 「 」 「 」 「

외입법정보과 로 개편하였고 헌법조사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한 헌법실,」 「 」

의 설치 의 재편에 따른 의 재편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의회, .行政省廳 課

자료 등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재편은 조全館的

직 기구의 재편에 맞춰 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2002 .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2)

관 체제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 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으로서 작년부터는 전3 ,
자도서관 기반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작업은 시스템 공통기반 정비 시스템 운용 서브시스템 데이터관① ② ③

리 서브시스템 수집조직화 서브시스템 정보제공 서브시스템 등이 과제별④ ⑤

로 진행되고 있고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동은 년 월 이후로 예정하, 2002 10
고 있다.
이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에 의하여 의 소장자료 검색 자료의 대출 복사3 , ·館

신청 전자메일에 의한 레퍼런스서비스 신청 등이 실시되게 되었다, .

동경본관의 행정 사법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체제의 재편(3) · ,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대상,
인 행정 사법 일반국민에의 서비스도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환경에· , .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즉각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주제정보서비스의 충실 자료제공서비스의 간편화 등이 주제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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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준비작업4. 2001

관 체제하에 충실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 과제와 함께3 前述

특히 다음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직 기구의 확정·①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 기구의 내용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
우리도서관은 최종안을 준비중에 있다.

요원 자료 등의 이전준비·②

많은 요원을 에 배치하고 업무 수행 환경을 정비 방대한 양의 자료의, ,關西館

이송 및 서가에 배치 동경본관의 각 주제전문자료실이나 사무실 등의 이전 및,
재배치 준비작업의 실시 등이 년의 커다란 과제이다2001 .

서비스 업무 내용의 확정,③

금후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를 위하여 어떠한 업무가,
필요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초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는 부관장을 으로 한 업무개선추진회가 특히 시스템관계를 중심座長

으로 관체제로의 이행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나 올해 초에 업무개선추진회의를3 ,
개편하여 새로운 이행진행체제를 발족시켰다 이 체제는 부관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신체제이행추진본부를 두고 이제까지와 비교하여 보다 업무에 밀착된 체,
제를 기반으로 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역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권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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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연수 및 기타 연수

국립국회도서관 지부도서관과 과장보좌( )柳與志夫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연수 및 기타 연수과제에 대하여 국립국회도서관 관서

관 가칭 년 가을 개관 예정 까지를 기로 나뉘어 논하고자 한다( , 2002 ) 3 .

평성 년도 까지1. 11 (1999. 4 2000. 3)∼

국립국회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연수가 당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시기이다.

직원연수 직급별 연수를 중심으로1.1 :
직급별 연수①

신규채용직원 직원일반 입사 년째 직원을 대상 급 계장 상당 급 과장보, ( 2 ), 4 ( ), 7 (
좌 상당 관리직 과장 상당 을 입사연차와 승진임용시에 함께 실시 대상자 수), ( ) .
는 해마다 변동이 있다 급 이상의 연수는 최근 프리젠테이션 과. 4 (Presentation)
디스커션 의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평성 년 급 연(Discussion) . ( - 11 , 4①

수과목)

연수部局②

조사 및 입법고사국에서 하는 조사업무연수 등 당해 에서 필요한 지식, ,部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타 의 직원에게도 일부 공개하고 있다.部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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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시( )③

직원특별연수 특정 주제의 강연회 어학연수 위탁파견연수 정리 등 외부( ), , (漢籍
전문기관에 파견 등이 있다) .

국내외의 도서관원 등의 연수1.2
도서관정보학 공개강좌①

참고자료 평성 년도 년 도서관경영의 이론과 실제( - 11 (1999 ) )② 「 」

도서관 또는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특정주제의 연속강의 형식을 취한 연수로

당관 직원 및 공모한 국내 각종 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연 회 실시하고 있다1 .

당관 지부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②

각 최고재판소 등의 행정 사법부문에 둔 지부도서관 개관 분관은 제· · · (27 ,省 廳

외 의 직원에 대해서 초임자를 중점 대상으로 한 사서업무연수로 중앙관 데이) ,
터베이스 검색 연습회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 년 건 명(1999 . 5 10 )受託③

국내외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당관 실무에 입각한 연수를 한다, .

일본연구사서연수 년 년 년간 개국 명(1996 2000 5 25 64 )④ ∼

수탁연수의 일부이지만 일본연구를 해외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직원 또는 관련,
직원을 매년 각 국에서 초청하여 일본관계자료의 수집에서 레퍼런스까지 견학, ·
실습을 포함하여 주간에 걸쳐서 실시한다 국제교류기금 그 외 관련기관과의3 . ,
협력아래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1.3
① 연수와 인사정책 전체 개인의 캐리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 육성( ,
등 와의 관련이 희박한 것) .

② 위의 문제와도 관계 있지만 연수 담당부서가 도서관연구소 총무부 인사과, ,
로 이원화되어 있다.

③ 연수대상자의 수가 많다 예를 들면 년도 급 연수대상자는 명이었.( 1999 4 33
음 또 연수생의 수준도 불균형을 이루어서 효과적 효율적인 연수 내용과.) ·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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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수생의 연수성과 등을 업무에 반영하거나 평가하기가 불명확하다, .

이행기 년도 관서관 개관까지의 이행준비2. (2000, 2001 ) :

위와 같은 연수를 시행함과 동시에 관서관 개관시 예상되는 대외연수 및 직원

연수에 대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연수준비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검증한다, .

연수 시행 준비2.1 ,
레퍼런스 특별연수의 실시 년 월 일간(2001 2 3 , 3 )① ∼

전국 수준의 연수수요조사 년도 실시 에 기초해서 및 정부지(1999 ) , 都道府縣立
정 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집합연수의 시행으로 위치를 부여한다 참고, . (都市立

자료 커리큘럼- )③

원격연수의 하나로써 연수의 준비 년도Web (2000, 2001 )②

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의 적용 이라는 교재의 일부를 시험제작 선행사례조" " ,
사 미디어교육개발센터에서 실험 연수방법을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세미나의( ),
주최 등을 실시한다.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연수 실시 년 월 합계 일간(2001 3 , 4 )③

정보기초이론 네트워크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등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 ,
최근 정보시스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과제와 문제점2.2
국립국회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독자성 입법부에 속한 것( )①

국내에서는 일원적인 도서관직원 양성을 소관하는 기관은 아니고 연수에 대,
해서도 문부과학성 일본도서관협회 각종 도서관 관련단체 등이 여러 대상자와, , ,
테마에 기초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 각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
필요하다 즉 문부과학성 및 일본도서관협회가 주로 공공도서관직원을 대상으. (
로 연수를 하고있고 그 사례로써 참고자료 및 를 들 수 있다,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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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전문직제도의 미확립과 장래 방향의 불투명성②

사서자격이 직원의 채용조건이 되지 않는 도서관도 많고 현재의 사서자격 자,
체도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유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 일본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직원상 및 그 양성수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연수기획담담자 연수강사에 적합한 인재의 부족 특히 현장출신 강사, ( )③

도서관정보학은 이론수준은 높고 그것에 반비례해서 도서관현장에서의 전문,
가 양성이 바쁜 업무와 빈번한 인사이동 연구요인의 결여 등 다양한 요인에, , ,
의해 원활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도서관을 예로들면 본래는 지역. ,都道府縣立

내 도서관원의 연수 기획 실시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도서관의· ,市町村

연수기획담당자에게 충분한 지식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
국립국회도서관의 내부 대외의 두 연수에 대해서도 그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강·
사 및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스텝의 확보가 필요하다.

가칭 년도 이후3. ( ) (2002 )關西館

다음과 같은 체제와 분담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동경본관3.1
총무부인사과에서 직원연수의 기획과 실기 각 부국에서 하는 것은 제외 를( )
일원화 할 것 연수내용은 현재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개선한다. .

관서관3.2
협력사업과 가칭 에서 국내외의 도서관원 국립국회도서관직원을 포함 을 대상( ) ( )
으로 하는 전문적인 연수 및 관련사업 연수교재의 작성 등 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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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①

급연수과목일람4
과 목 시간수 강 사

필수과목( )
◦ 외부기관실습

동경도립 도서관 동경도립 도서관,中央 日比谷

동경도립 도서관 도서관,多摩 文京區立眞砂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千葉縣立 浦安市立

요코하마 중앙도서관 토쿄대학부속도서관,市

대학중앙도서관 와세다대학도서관,上智

국립음악대학부속도서관 방위청방위연구소도서관,
이 중 기관에서 실습1

◦ 실습보고회 토론회 외부기관실습을 통해 생각, 「

한 당관의 금후 도서관협력업무의 자세에

대하여」

직원의 권리와 의무

예산과 집행

당관의 의사결정과정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

프리젠테이션능력 트레이닝

선택과목( ) *1
백과사전에서 본 디지털 출판

학교도서관의 최신동향

도서관의 학교 도서관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와-
도서관원의 자세

견학( ) *2
도서관神奈川縣立川崎

지부최고재판소도서관 지부법무도서관·
주 도서관유통센터( ) (TRC)

일4

4

2
2
1
2
2

3
3
3

반일

반일

반일

어드바이저∙

전문자료부관청자(曺雄裕一

과주사),
도서관협력부(三浦眞理子

국제협력과장주

사)
인사과과장보좌( )金籍秀俊

회계과과장보좌( )吉本紀

총무과과장보좌( )網野光明

총무과정보시스템(相原倍也

과장보좌   )
방송연수(NHK罔部達昭

강사)
디지털(龍澤武 日立 平凡社

)取締役

학원문학부(古賀節子 靑山

교수)
도서관학교사무(小川俊彦

국장)

* 직원특별연수로서 연수생이외의 직원에도 공개함1
* 연수생이외에도 약 천명의 직원 참가를 인정함2 .



176 제 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5 ․

급연수과목일람7
과 목 시간수 강 사

급직원의 역할7
◦ 도서관업무의 계획 이론과 실제-
도서관업무의 계획

구상에서 구체화로 업무개선추진회의의 역할:
◦ 그룹토의 발표 전체토의· ·

테마 관서관개관후의 원격복사서비스를    「

둘러싸고 연습 및 프리젠테이션    ( )」

1
3
1
4

총무부장( )宇治鄕毅

문화정보(岸田和明 駿河臺大學

학부조교수)
총무부기획과장( )岡村光章

어드바이저∙

총무부주임참사( )齋藤友紀子

축차간행물부주임(米村明史

사서         )

참고자료< >②

도서관정보학공개강좌과목일람

과 목 실시일 강 사

도서관경영의 이론과 실제「 」

도서관경영개론 분권형 사회의 도서관경영:
평성 년12
2. 10

게이오대학문학부교수( )絲賀雅兒

예산편성 공립도서관경영의 인재관리: 2. 17 현립도서관(鈴木良雄 神奈川

자료부신문잡지과장)

인재육성 2. 28 (Anderson consulting蓑毛壽郞

매니저)
법적 제문제 도서관자료의 취급의 법적:

측면에 대해                
아웃소싱 아웃소싱에서: Knowledge

로           Management
2. 25

국립국회도서관총무부(南亮一

문서계장)
(United Technology小林麻實

Information Network
대표Japan Office

전략에서 으로PR : PR Relationship 3. 2 국립과학박물관교육부(塚原正彦

기획과기획계장

마케팅 도서관마케팅의 사고: 3. 3 국립국회도서관지부도서(柳與志夫

관과 과장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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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③

평성 년도 레퍼런스 특별연수커리큘럼12 (2001. 2. 28 3. 2)～

일 정 과 목 내 용 형 식 강 사

2/28
수( )

오리엔테이션9:45 -
10:00-12:00
레퍼런스서비스를①

둘러싼 금일의 과제

문제제기

인터넷등 정보환경의 변화,
정보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가?

강의와

현황보

고

(小田光雄 靑

연수생)學大

약 천명

점심휴식12:00-13:30

레퍼런스서비스이론②

의 최신동향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의 구조와

기능 정보서비스의 종류, ,
정보검색행동과

레퍼런스프로젝트,
법적처리등의 최신정보를

국제적인 동향을 포함해서

소개

강의 小田光雄

휴식15:00-15:15
15:15-17:00
인터넷환경에 있어서③

레퍼런스서비스의

가능성

네트워크정보원을 이용한

레퍼런스서비스의

가능성과 과제의 소개

강의
(戶田愼一 東

)洋大

3/1
목( )

10:00-12:00
레퍼런스 콜렉션④

인문 사회분야의 레퍼런스,
툴의 소개 및 평가

강의

伊藤 石りさ．

당관(井俊行

전문자료부참

고과)
점심휴식12:00-13:30

13:30-15:00
사례연구 전반( )⑤

사례분석 및 평가에 의한

레퍼런스 처리의 연습
연습

(齋藤文男 富

)士大

휴식15:00-15:15
15:15-17:00
사례연구 후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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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과 목 내 용 형 식 강 사

3/2
금( )

10:00-12:00
커뮤니케이션기술⑥

커뮤니케이션이론의 소개 및

연습 레퍼런스인터뷰를(
포함 에 의한 기술의 향상)

강의·
연습

말하(相澤造美

기연구소강사)
점심휴식12:00-13:30

13:30-15:30
레퍼런스서비스의⑦

작성과 이용

참가관 수관 및( )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레퍼런스

툴의 소개와 함께 작성상의

제 문제에 대한 보고

보고

사회:阿部治
주임사서 도서(
관연구소)

휴식15:30-15:45

15:45-17:00
레퍼런스서비스의⑧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레퍼런스서비스의 운영상의 제

문제 및 그 해결의 방향성을

찾아서

간담

사회:田村俊作
( ),慶大

조언 법규면( )
당: (越田崇夫

관조사 및

입법고사국행

정법무과)
종료식17:00-17:10

◦ 연수장소 국립국회도서관연수실:
◦ 연수참가자 동일본지역 의: ( , , , , , )北海道 東北 關東 甲信越 東海 北隆 都道府縣

및 정부령지정 도서관의 레퍼런스 담당직원 명 관22 (22 )立 都市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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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④

문부성사회교육연구소 평성 년도 평성 년도 도서관사서전문강좌( 11 ). 10
주요연수사항 주 요 내 용 연 수 방 법

생애학습과

도서관

생애학습의 이념1.
도서관행정의 현장과 과제2.
생애학습과 공공도서관3.
사회교육시설의 자원봉사활동4.
생애학습관련시설의 기능과 운영5.

우주극장   大宮市
향토의 숲 박물관   府中市

공민관   浦安市當代島
기술관   三菱みなとみらい

게이오대학 미디어센터    湘南藤澤

기대되는 도서관사서상 그 역할과 전문성6. ∼ ∼

강의

강의

강의

강의 현지연수( )

심포지움

도서관의 경영

도서관경영의 기본1.
도서관의 현상과 과제2.
도서관경영의 현상과 과제3.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운영   -
도서관의 정비계획과 시설 설비 비품   - , ,
도서관경영과 직원의 책무   -

도서관경영의 실제4.
국립국회도서관   (1)
시립도서관   (2) 浦和
시립도서관       朝露
시립중앙도서관       浦安

요코하마 중앙도서관        市

종합시민도서관       藤澤市
도서관의 네트워크화5.
도서관네트워크의 의의와 과제   -
도서관네트워크정책의 실제   -

강의

강의

강의

강의 현지연수( )
강의

강의 현지연수( )
강의 현지연수( )

강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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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수사항 주 요 내 용 연 수 방 법

  도서관의 시설계획과 인텔리젠트화6.
도서관직원으로서의 과제7.

강의

연구협의

도서관자료

각종미디어의 활용과 도서관자료1.
각종미디어의 활용의 의의와 과제  (1)
각종 미디어와 도서관자료  (2)

도서관자료의 선택과 조직화2.
도서관자료와 저작권3.

강의

강의

강의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서비스계획의 기획 입안1. ·
도서관서비스계획의 기본적 시점  (1)
도서관서비스계획의 기획 입안의 시점과 절차  (2) ·
도서관서비스계획의 기획 입안의 실제  (3) ·

레퍼런스서비스의 이해2.
레퍼런스서비스의 기초   -

아동서비스의 이해3.
아동서비스의 기초   -

장애자서비스의 이해4.
장애자서비스의 이의와 과제  (1)
장애자서비스의 실제  (2)

강의

강의

연습

강의

강의

강의

 

선

택

코

스

레퍼런스서비스 코스< >
검색의 실제1.
레퍼런스서비스의 방법과 실제(1)
정보검색의 실제(2)

강의 연습·

아동 서비스 코스< >
아동도서관의 이해 그림책 아동문학1. ( . )
아동자료에 관한 레퍼런스서비스의 실제2.

서비스의 의의와 실제3. Young Adult
스토리텔링의 기술4.

강의 현지연수( )
강의 실습·
강의 사례연구·
강의 실습·

특별강의
나와 도서관1.

2. Open door the public
강의

강의

특별문화강좌 쿄겐 에의 초대( )狂言 강의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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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⑤

일본도서관협회 중견직원 연수 년Staff up (2000 2001 )～

회 연수일 구 분 과 목 명·
영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서비스 과목: (3 )

1 11/8 구분 도서관의 자유C :
2 11/22 구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시대의 저작권A :
3 12/6 구분 도서관과 어린이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받아서B : -

영역 고도화 전문적인 도서관의 지식 기술의 향상 과목: · (8 )
4 12/20 구분 레퍼런스 툴의 평가B :①

5 1/10 구분 레퍼런스 인터뷰의 방법B :②

6 1/24 구분 레퍼런스 질문의 처리B :③

7 2/7 구분 도서관법의 개정과 새로운 기준의 동향A :①

8 2/14 구분 도서관 운영의 평가와 지표A :③

9 2/21 구분 자료수집 방침의 입안C :①

10 3/7 구분 콜렉션 만들기의 실제C :②

11 3/14 구분 서비스 계획 입안의 실제A :②

영역 도서관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관련 토픽 과목: (1 )
12 3/21 에 대해서NPO

번역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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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세기를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21
권 재 윤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장( )

머릿말1.

새로운 세기를 여는 뜻깊은 해에 제 차 한 일 국립도서관의 업무교류를 위한5 ·
대표단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
를 마련해 주신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

다.

우리의 교류가 년째 맞이하는 동안 도서관을 둘러싼 오늘의 사회 패로다임이5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변화 속에 팽창하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자료

처리의 새로운 기법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

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이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정보

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정보에 대한 요구형태도 더욱 숙련을 요하는 서비스

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이용과 접근방법의 급진적인 변화는

정보처리에 대한 전문교육이 요구됨은 또한 분명합니다.
이에 도서관도 이러한 문화의 변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보환경에 알맞는 과

학적 지식과 기술습득 그리고 혁신적인 지식정보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원,
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사서교육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서 양국" "
이 한데 모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시기 적절하고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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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관리의 주요한 자원이야말로 포괄적인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의 업무내용과 기술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핵심인 사서의 명칭 양성과정과 재교육을 포함하는 사서자격과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의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 경영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입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은 세기를 맞이하는 국립도서관의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서 정보화21
사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서직 직무교육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

습니다.

사서양성에 관한 것은 주제발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은 지난번 교

류이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2.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도서관은 본격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2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관리 강화 도서관정보화를 통한 지식,
정보사회의 기반구축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환경조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서관 역점 추진사업 중 도서관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 공공,
도서관 협력 내실화 도모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인 양성을 위한 사업,
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자료보존관 운영2.1
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에 속1999

한 도서관 실 등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는 등 본격적으로( )
도서관에서 기록관리활동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84 제 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5 ․

우리 도서관은 본관서고의 수장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년 월 일에는2000 8 30
도서관 자료의 과학적 보존 관리를 위해 각종 자동첨단장비를 갖추고 약 만400
책을 수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동인 자료보존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 .
이로서 이번 자료보존관의 건립을 통하여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지

식자원보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료보존관은 도서자료를 보존하는 서고는 습도 비도서를20 ±2 50±5%,℃ ℃

보존하는 서고는 온도 습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자동 항온 항습장치를17 40% ·℃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도서관에서는 최초로 유해한 미생물을 소독 처리할 수 있는 감압훈

증설비 기 와 자동 항온 항습 장치의 중단시에도 일정한 온습 도가 유지되1 (3 ) · ·㎥

도록 귀중서고내는 내부단열재인 조습판넬로 시공하여 보존환경과 시설을 보강

하였습니다.
이에 본관서고내의 소장자료들을 보존용과 이용용으로 구분하여 년 월부2000 5
터 월까지 개월간에 걸쳐 보존용은 자료보존관으로 자료를 이동하고 이용용12 8
은 개가자료실로 이동 배가하는 작업을 마침으로써 보존과 이용에 대비하였습니

다.
자료보존관에는 우리 도서관의 본관에 있었던 국가문화재를 포함한 귀중자료

와 복본인 원본자료 만여책을 이관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146 .
이관된 국가문헌은 영구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원본뿐인 자료는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매체변환사업과 훼손된 자료에 대한 수리복원과 보호를 위한 사

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보존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문헌의 영구보존 체제구축을 위해 년2001
에는 자료보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계획과 보존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2.2 (KOLIS-NET)
국립도서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도서관간 협력 내실화 도모를 위해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INDOW (KOLIS-NET: KOrea Library
을 개발하였습니다Information System-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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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 보

급된 분담목록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년 월부터 개월간 공공2000 3 8
도서관들과 공동으로 개발 한 것입니다.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은 시스템 테스트와 이미 구축된 의(KOLIS-NET) DB
중복 오류데이터를 수정 완료하는 년 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2001 5 .
도서관 정보자원의 공동구축과 공동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전국민

에게 전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만으로 검색할ONE-CLICK
수 있게 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목록정보의 표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목차와 원문정보

까지 확장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장서량을 보

충하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공공도서관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국가대표도

서관에 요구되는 활동인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보급2.3 (KOLAS II)
년부터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 사업의 하나로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자료1991 ' '

관리시스템인 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KOLAS(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
도서관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는 용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환경인 환경에는 적합하지KOLAS DOS Window
않아 윈도우 버전인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를 위KOLAS (KOLAS II)
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도서관은 년 월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1995 5
였습니다.
올해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우리 도서관 자체 테스트와 실제KOLAS II

를 사용중인 지방 공공도서관의 사서들로 구성된 전담반의 차에 걸친KOLAS 2
테스트 작업을 모두 마치고 년 월 일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보급을2000 8 30
위해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보급으로 공공도서관들은 자료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지역

의 이용자들은 각 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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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표준목록제도 세미나 개최2.4 (CIP)
출판 예정도서 표준목록 작성은 자국에서 출(CIP : Cataloging in Publication)
판되는 각종도서를 대상으로 자료가 출판될 때 표준목록을 출판사에 제공하고

이를 도서 현물에 인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출판물 및 문헌정보 유통을 표준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국제표준번호제도와 아울러 출판 예정도서 표준목록(CIP :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관련 세미Cataloging in Publication)
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서관계 및 출판계 중진인사가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이 제도가 도서관 출,
판사 자료 이용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서관계와 출판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가

도서출판시 표준목록작성 업무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년부터 이(CIP) 2002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준비단계로서 우선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보화 특별교육2.5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급 도

서관 사서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년도 디지털 자료실 설치예정인 공공도서관의 운영요원을 대상으로2001
한 도서관정보화특별교육을 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3 13 .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 의 일환으로 전국공공도서관 중에서 곳을 선정하" " 200

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게 됨에 원활한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해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보화특별교육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연수관내에 석 규모의50
제 정보화 교육실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프로젝트 등의 최신교육장비도 구2 LCD
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상세한 이야기는 주제발표시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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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계획3.

정보기술이 변화하고 도서관과 원격정보접근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국립중

앙도서관은 현재 본관과 분관시설로는 급증하는 온라인 저작물의 체계적인 수

집 분류 목록작성 및 저장 인쇄자료의 매체전환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화 연구, , , ,
개발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세기 정보환경을 주도해 나아 갈21
국내 도서관정보화의 거점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보환경은 오늘날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
관은 정보관리의 혁신을 요구하고 정보탐색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매체는 물론 온라인 저작물을 포함한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도서관 가칭 국립전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 )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어떻게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느냐 그리고 정보관리시스

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오늘날 도서관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주요가 주제

가 되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양국 도서관간의 협력은 더욱 요구

됩니다 이제까지 한 일 국립도서관의 협력관계는 도서관의 여러분들이 모두 함. ·
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한국의 사서직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양국의 도서관원

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차질없이 업무교류가 이루어진 것에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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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한국 사서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 경 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 사서주사( )

목 차

머리말1.
한국 사서제도와 사서양성2.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재교육3.

일반현황3.1
년 교육프로그램3.2 2001

한국 사서교육의 전망과 과제4.

머리말1.

도서관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새로운

지식과 기법에 대한 자질을 갖춘 역량 있는 도서관인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

하는 전문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군은 자생하는 것이 아니며 꾸준히 갈고.
닦는 교육의 토양 위에서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사서교육제도는 사서자격증을 부여하는 사서양성 교육과 기존 사서에

게 실시하는 재교육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사서양성교육은 주로 대학 전문대학. (
포함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재교육은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교육과정과 개별 도서관의 관내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사서양성교육 전반을 잠시 살펴보고 국립중앙도서관

의 교육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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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서제도와 사서양성2.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 것은

년 국립도서관의 조선도서관학교에서 도서관 직원에 대한 강습을 실시한 것1946
이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은 년 개설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로, 1957
부터이다.
이렇게 시작된 사서양성은 년 이화여자대학교 년 중앙대학교 등에서1959 , 1963
학부과정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많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도서관학과를 신설하게되어 현재 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의 개 대학에서32 , 8 40
실시되고 있으며 사서자격교육을 하고 있는 사서교육원도 전국적으로 개 기관, 3
이 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과 명칭도 도서관 학 과에서 문헌정보 학 과( ) ( )
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도 도서관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정보,
기술 중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대학에서 사서교육을 받은 사서는 전국에서 연간.
약 여명이 배출되고 있다2,000 .
우리나라의 사서제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동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법률 제 조에는 그 사서자격의 종류를 급 정사서 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6 1 , 2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격요건은 시행령 제 조로 규정하고 있다5 .

도서관에서 사서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1>

구 분 자 격

급 정사서1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2 ,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2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 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 이라 한다 이 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 ) 6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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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급 정사서1
4. 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 이상 있는2 9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한다 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 )
교육과정 이하 소정의 교육 과정 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 " )

급 정사서2

1.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 · ·
학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 이상 있는3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년1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위와 같은 자격요건에 의해 국내에서는 년 말 현재 급 정사서 명2000 1 730 , 2
급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총 명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26,369 , 19,382 46,48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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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재교육3.

일반현황3.1.
연 혁3.1.1

사서직에 대한 전문교육은 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중앙교육연수원의 분원1983
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모든 공무원이 함께 동.
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교육이라고 할 수 없었다.

년에는 총무처로부터 사서직 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을 정식으로 승인 받1985 " "
았으며 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도서관직원 연수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1987 " "
되었고 이후 연 회에 걸쳐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2 3 .∼

년부터 문화연수과 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오다가 년 월부터1991 " " 1997 7
직제개편을 계기로 지원연수부 사서연수과 가 출범되면서 교육훈련기능이 대폭" "
강화되었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으로 지정되어 오,『 』 『 』

늘에 이르고 있다.

법적 근거3.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도서관및독서『

진흥법 이고 또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기본법인 공무원교육훈련법 이,』 『 』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 국립중앙도서관업무 에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16 ( )『 』

에 대한 연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도, 20 (
서관 및 문고직원에 대한 연수 에서는 도서관 및 문고직원에 대한 연수를 위하)
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조 전문교육훈련기관 는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4 ( )『 』

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문교육훈련기관

을 설치한다는 조항과 제 조 교육훈련의무 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10 ( )
원에게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서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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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3.1.3
교육대상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은 전국 공공 도서관 및 국공립대

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와 일반 사립대학 및 대학교 전문 특수도서관에 소속, ·
되어 있는 사서에 대한 교육과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종사자 초, ·
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국,
내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사서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표 교육훈련 대상자 현황< 2>

구 분 계
공 공
도서관

대 학
도서관

전문 특수·
도서관

학 교
도서관

문 고

대상기관 11,515 400 416 561 8,060 2,038

대상인원 14,351 4,932 3,802 2,058 1,521 2,038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한국도서관통계 참고" "(2000)＊

선발 및 모집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도서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참가자 선, ,
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년도의 교육,
과정과 횟수 인원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한다 이 과, , .
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사서들

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 여건상 교육 참가의사를 밝힌 대상자 전원을 수용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기관별로 수요인원에 비례하여 교육인원을 배정하게

되고 각 기관에서는 배정된 인원만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추천하고 있다 이때의 교육인원은 교육 효율성과 학습효과를 고려 과정별 및. ,
기수별로 최소의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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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3)
종전에는 국 공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위·
주의 기본교육이 중심이었으나 년부터 전문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99
있으며 년 현재 공통전문교육과정 과정 회와 선택전문교육과정 과정, 2001 4 7 7 8
회를 실시 사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으로써 수요자에게 선택적 교육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 세분화하였다· .
또한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년부터는 사립대학 도1998
서관이나 기업체 자료실 등 전문 특수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노력하였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본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 이외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과 사서직공무원 및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등 교육 대상자별로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각 교육과정별로 이론 및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사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

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유지식의 공유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험식과 참여식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육훈련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년 교육 프로그램3.2 2001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들이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도서관 정보·
화 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사서의 육성과 전문

적 효율적 봉사를 통한 신뢰받는 도서관인 양성을 목표로 세우고 년도 교육· 2001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민간인 등 교육 기( , ), ,
타교육 사서교사과정 등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 ,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여개 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 자(400 )
료실을 운영하게될 요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정보화특별교육을 병행실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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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3.2.1
년도 전문교육과정은 개 과정에 총 회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2001 18 24 , 1,200

획이다 공무원 과정 회 명 민간인 과정 회 명 기타 과정 회. 11 15 670 , 5 5 210 , 2 3
명의 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각 과정별 교육일수는 공통전문교육과320 3 ,

사서교사과정은 일 선택전문교육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일과정과 일 과10 , 5 3
정으로 운영한다 년도 전체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은 표 와 같다. 2001 < 3> .
금년도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으로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장서

개발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인 장서구성 기법 습득을 목표로 하는 도서관장서개"
발과정 과 전문 정보검색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보검색과정 홈페이지 작" " ",
성기법 및 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정보사회에서의 도" ",
서관행정 전반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서관행정실무과정 전자도" ",
서관 운영자로서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구축사례를 통한 운영기법을 습

득하게 하는 전자도서관운영과정 등의 개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 5 · .

특별교육과정3.2.2
정부가 추진하는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 에 의해 년까지 전국에 있는" " 2002 400
여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된다 따라서 년도에 우선 설치될. 2001
개 각 도서관별로 명씩 추천을 받아 기초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200 2 ·

시하고 있다 월부터 월까지는 기초과정 월부터 월까지는 심화과정을 실시. 3 5 , 6 8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기존의 정보화교육실과 별도로

사서연수관내에 제 정보화교육실을 새로이 마련했고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와2 ,
교육용기자재 프로젝트 등 를 설치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LCD ) .
이 과정은 디지털자료실 관리운영을 위한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주로 하고

강사진은 내 외부 전문강사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은 소· ,
속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정보전도사로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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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 교육훈련 계획< 3> 2001

구 분 과 정 명 교육대상 일 수 교 육 비 비 고

공통

전문

도서관행정관리자과정
급사서직 및5
도서관장

주 일1 ( 5 ) 무상

도서관행정실무자과정
급6 9∼

사서 행정직· 주 일2 (10 ) 〃

도서관정보화실무과정 급 사서직6 9∼ 주 일2 (10 ) 〃

도서관장서개발과정 〃 주 일2 (10 ) 〃 신설

선택

전문

독서지도과정 급 사서직6 9∼ 주 일1 ( 5 ) 유상

자료목록과정 〃 주 일1 (5 ) 〃

자료분류과정KDC 〃 주 일1 (5 ) 〃

자료분류과정DDC 〃 주 일1 (5 ) 〃

도서관문화행사과정 〃 주 일1 (5 ) 〃

자료보존과정 〃 일3 〃

정보검색과정 〃 주 일1 (5 ) 〃 신설

기타

교육

자료목록과정
각종도서관의

사서직원
주 일1 (5 ) 유상

정보검색과정 〃 주 일1 (5 ) 〃 신설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 일3 〃 "
도서관행정실무과정 〃 일3 〃 "
전자도서관운영과정 〃 일3 〃 "
사서교사과정

초 중 고교· ·
사서교사

주 일2 (10 ) 〃

문고종사자과정
공 사립·
문고직원

일3 무상

기타교육과정3.2.3.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 대학 명을 학20 60
기 중에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교육기간은 주간으로 하고 있, 3
는 예비사서 실무수습 과정과 국가 및 지방 사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
외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며 도서관내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설이나 현안 사,
항에 대한 직장교육도 비정기적으로 함께 진행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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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서교육의 전망과 과제4.

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써 사회기반의 중심이 지식과 정보로 급격히 옮겨가21
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
응하여 사서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들이 재교육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훈련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의 확대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 1
개 과에서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

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에도 어렵다 사서에 대한 전, .
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수한 강사,
진 발굴 등 사서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집합식 교육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교육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원

격교육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교육생들의 장소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도 신중히 검토하

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창출기관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 것이다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
하여 사서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습득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봉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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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 차 한 중국2001 11 5 11 5 ·
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서지작성 현황과 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
을 주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기조연설 주제발표ㆍ

와 데이타國家圖書館 書誌業務 書誌 建設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Chen Li, )陳 力

목 차

머리말1.
역사적 배경2.
중국국가서지 현황3.
중국어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4.

국가도서관 대형 서지 편찬 개황5.
관련표준 및 규칙6.
국가도서관의 서지목록 편찬에7.
있어서의 역할

머리말1.

중국국가도서관은 국가서지의 중심으로서 국가서지시스템 건설에서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또한 이곳의 편목업무 상황은 중문서지목록 편성의 내용,
과 편성기술의 전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문헌기구 전체의 편목 수준을 대표

한다 국가도서관은 국가서지 편성의 임무를 맡고 도서관자료를 납본 받아 중국.
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국가서지 편성업무를 중시하,
여 왔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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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2.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중국 국가서지는 찬란한

업적과 풍부한 유산을 자랑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 漢代 漢書藝文《

로부터 청대의 에 이르기까지 이들 서지들은 중국의 목록志 四庫全書總目》 《 》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서지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래 년 이후 당과 정부는 국가서지의 건설을 매우(1949 )
중요시하여 년 를 설립하여 문헌등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년에1949 . 1955出版總暑

를 폐지하고 을 설립하여 중국출판물의 전문적인 수장과 보出版總暑 板本圖書館

존의 책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에서는 년 이후 매월. 1951板本圖書館 全國《

을 발행하였으며 매년 편집한 자료를 하나로 엮은 연누적판,新書目 全國總》 《

발행해왔는데 이는 중국출판물이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을1949書目》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등록 역할을 하는. 全國總書《

은 중국 각 시대에 발간되는 출판상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 국가서지의目》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표준화의 기준으.
로 볼 때는 수록범위 목록기술과 방법 편성기술 등이 여러 부문에서 아직은 엄, ,
밀한 의미의 중국국가서지라 하기는 어렵다.

년 유네스코는 도서관 통계표준 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국가1970 : "
도서관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이나 기타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 출판한

중요한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과 아울러 국가총서고 기능을 담당하여

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서관은 국가서지 출판을 이행하고 풍부한 외국어.
자료 본국에서 발행한 외국어도서를 포함 를 소장하는 서지정보센터가 되는 것( )
이다."

년 유네스코와 국제도서연합이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래1977
개도국의 국가서지 작성은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

년 중국국가도서관은 의 편집 출판의 임무에 대하여 다1985 ,中國國家書目《 》

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중국출판물에 대한 전면적 기록으로 한 역사시기의 문헌발전상황을 사실적

으로 보여준다.
2. 국제표준서지기술 과 중국국가표준 체계 에 의하여 통일(ISBD) (GB3792 )
카드 인쇄카드 를 편집 발행하여 전국 도서관목록의 표준화를 이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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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본 국가서지와 월간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전국의 출판 발행 현황을

신속하게 알린다.
4. 기계가독형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전국 중문문헌데이타베이스를 건설하여,
중국국가도서관을 종국적으로 중국서지 중심과 네트워크 중심이 되도록 한

다.

년 편집위원회가 정식으로 성립하여 편찬업무를 시작하였1986 中國國家書目《 》

다.
년 을 편집 출판하였다 은 문헌1987 , 1985 .中國國家書目 年 中國國家書目《 》 《 》

수록범위 문헌목록표준화 편제기술과 편집출판 등의 방면에서, , 全國總書目《 》

을 보다 비교적 폭넓게 개선하여 진일보한 중국국가서지 업무의全國新書目《 》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국가서지 현황3.

중국국가도서관은 년부터 인쇄본 출판을 시작하1987 ,(1985 )中國國家書目 年《 》

여 년까지 발행하였으나 기계가독형 의 발행으로 인쇄형1993 中國國家書目《 》

의 발행을 중지하였다 기계가독형 국가서지는 년부터 발. 1990中國國家書目《 》

행을 시작하였다.

의 기본개황中國國家書目《 》

수록범위(1)
∙ 국 가 중국영토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 에서 출판된 각종언어 각종 형: ( , , ) ,

태의 문헌 중국국민이 외국에서 출판한 문헌 중국과 외국이 협력, ,
하여 출판한 문헌

∙ 언 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중국어로 된 저작물:
∙ 범 위 원칙적으로 수집한 자료중 번호와 통일도서번호를 가진 정식: ISBN

출판물

∙ 미소장 초 중학교 교재 초 중학교 학습지 유아도서 낱장그림 개연속 그: · , · , , , 64
림책 아동용 관광안내지도 기차시간표 전화번호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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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체제 배열(2)
연도별로 매년 권을 발행하고 내용은 본문과 색인으로 구분한다1 .
∙ 본 문 중국어 및 기타언어를 포함하며 각 종류의 문자는 이를 다시 출판:

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서지록록은 에 의하여 편中國圖書分類法《 》

성 배열한다.
∙ 색 인 주제 서명 저자색인을 포함한다: , , .
∙

발행현황(3)
∙ 인쇄본 년 년: 1985 1993∼

∙ 기계가독형 년 현재 매월 차례발행하고 매년 데이터를: 1949 1987 , 1998 1∼ ∼

누적하여 으로 발행한다CD-ROM .
∙ 네트워크형 년이래 중국어 도서 서지목록은 수시로 다운로드가 실현되: 1988

고 있으며 현재 여 가입자가 있다, 600 .
기계가독형에는 중국 소수민족언어도서와 홍콩지역의 도서는 수록하지 않※

았다.

중국어 서지데이타베이스 구축4.

최근 몇 년간 국가도서관은 국내외에서 중국의 문헌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

자들을 만족시키기고 또한 권위 있고 고품질 높은 수준의 중문서지데이타를 구,
축하기 위하여 국가문헌정보자원망 건설의 추진 사회 서지목록사업 발전의 추,
진 서지목록데이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중국 국가서지 통정의 기초 작업을,
이룩하였다.

인프라건설(1)
1) 년 중국 대형 종합적 주제어표 제 부 완성 년1979 1 - , 1994漢語主題詞表《 》

이를 기초로 하여 주제와 분류대조표 를 편찬하여 주제漢語分類主題詞表《 》

색인에 의한 컴퓨터검색 진행기준을 만들어 실현하였다.
2) 년 을 책임 편찬하였다 년 개정 제 판1975 . 1980 2 , 1992中國圖書分類法《 》

년 개정 제 판 년 제 판을 개정하여 분류색인 통일에 기초를 닦았다3 , 199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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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편찬 년 문자표 편찬1987 , 1993 ISO/IEC10646 ( )漢字屬性字典 字部集《 》

에 참여 통용 자리통용문자표 가운데 표의( 8 ) C.J.K通用多八位編碼字符集《 》

문자 한자 의 부분 코드와 편제를 통일하는 주요업무를 하였고 동시에( ) C.J.K
한자속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4) 년이래 중국문헌기록표준 계통의 국가 표준의 초안 작업에 참1985 GB3792
여하였다.

5) 년 편찬 년 전국에서 사용하기 시작1990 < > , 1991 :中國機械目錄通迅格式

년 작업을 시작해 년 중국1995 , 1996 < :中國機械目錄通迅格式及使用手冊

목록통신형식과사용지침 을 공식 발행MARC 》

6) 년 중국 데이터베이스기술형식 실험용 과 데이터베이스저1991 < MARC > ( ) <
록규칙규정 초안을 편성하고 년 개정> 1995

이상과 같은 기초작업은 중문서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

결한 조건들로 국가도서관 중문데이터베이스 건설에 초석을 다졌을 뿐 아니라, ,
전국 도서관 자동화에도 없어서는 안될 기초 준비 작업이었다.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2)
국가도서관은 년부터 기에서 중문서지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를1988 M-150H
시범 생산을 시작하여 년에는 중국내에 중문도서 자동화 목록을 발행하면1990
서 시종 권위 있고 수준 높은 중국국가도서데이터베이스를 건설을 목표로 삼아,
왔다 중국 목록통신격식 을 철저히 따르며 중국 문헌기록표준. MARC GB3792《 》

을 채택해 국제표준서지기술 를 참고로 한어주제사표 와 중국도서ISBD , < > <《 》

분류법 을 사용하면서 아울러 기업관리운영 메커니즘을 채택해 주편책임제와> ,
직무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왔다 그리고 다단계 직무검열제도를 실시하고 높은.
기준치를 고수하여 전산화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을 높여왔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
면 국가도서관이 제작한 중문서지전산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문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3)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문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건설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지원되어 왔으며 힘들고 세밀한 작

업들이 펼쳐져 왔다 중문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요 데이.
터베이스로는 중국국가서지 신착도서 데이터베이스 중국 국가서지소급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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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중문전거목록데이타베이스 중문고서서명기술데이터베이스 중문고서 데이, , ,
터베이스 중문 지도 데이터베이스 중문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 .
현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중문서지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약 여만 건에 달200
한다.

중국국가서지 신착도서 데이터베이스1)
국가도서관 중문 신착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년 정식으로 구축되었다1990 .
매년 만 건의 중문서지 데이터베이스가 제작되어 년까지의 데이3 6 1988-2001～

터베이스 누계는 만 건에 달하며 현재 소프트웨어나 형태로 시중에60 CD-ROM
발행되고 있다.

중국국가서지 소급 데이터베이스2)
국가도서관의 소급데이터베이스는 년 월부터 구축되었으며 년1995 4 1949-1987
사이에 출판된 중문도서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 단계 사업으로 계MARC 1
획하였고 국내 몇 개의 자매회사와 협력 제 단계 사업 계획은 민국시대에 출판( ), 2
된 저작들을 중문도서 목록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다MARC .
중국 국가도서관의 소급데이터베이스의 단계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대형1
도서 데이터베이스에 투자 지원하고 이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 상해도, ,
서관 광동 중산도서관 심천도서관 등이 연합하여 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 .

년에 이미 완성되어 만 건의 데이터 제작을 마쳤다 단계 사업은 국가도1998 40 . 2
서관이 제작한 민국시대 중문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로 모두 만건(1910-1949) , 14
을 공동 제작한다.

중문 데이터베이스3) MARC
서지기술은 목록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목록작성에 있어MARC
서 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서지통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검색기능에 직접

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반드시. ,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도서관은 국제도서연합 서지통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국내 서지데이터

뿐 아니라 아울러 국내의 표준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
온라인표준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에 중문 목록표준데이터를 발행MARC
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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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은 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하여 이미 명칭전거데이터를 대량 보1985
유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연구를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질을 높여왔다.
또 년 월에는 팀을 조직해 명칭전거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맡도록 함과, 1995 4
동시에 분류법단어표 팀에게는 주제전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겼다.
명칭전거 팀의 세부 업무는 현대 저자명칭전거 데이타베이스와 고대저자명칭

전거 데이터베이스로 나뉘어 지는데 현대 작자전거 데이터베이스와 고대 작자,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에 착수한 상태이다.
현대저자전거 데이터베이스 에는 년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 1912

현존하는 현대 개인작가단체의 작가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명 본명, ,
자 별칭 필명 출생년도 국적 작품명 본적 직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 , , , , , .
구체적인 업무를 종합하여 개인책임자 규범 업무 세부규정 단체책임자의< >, <
규범작업 세부규정 규범데이터베이스 기록 세부규정 초안 등을 초안했다>, < ( )> .
개인과 단체 명칭 저작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만 건이며 이외에도 년 말30 , 1996
에는 현대 저자 개인명칭 전산화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정식 발행했다.
중문고서인명전거데이터베이스 는 상고시대에서 년에 이르기까지 현재< > 1911

작품이 남아있는 개인 단체 작자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명 본명 출, ,
생년도 시대 본적 호 민족 과거등급 대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업은, , , , , , .

년에 시작되어 고대저작기록조례 를 초안했고 고대저자성씨사자번호배1990 < > , <
열 한자의 필형을 종류로 나누어 의 자리 숫자로 대표시키는 방법 과 필( 10 0 9 4 )～

순배열대조표 를 편찬했다 현재 이미 수록한 고대 저자만 해도 만여개이며 편> . 4
찬해낸 저자 소전기도 만여개에 달한다1 .
주제전거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은 한어주제어표 의 편찬 및 그 이후의 개< > < >

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년 주제규범데이터베이스 형식에 따라 착수됨과 함, 1995
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시작되었다 년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1998
완성되어 발행되었으며 현재 만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유된 상태이다11 .

국가도서관 대형 서지 편찬 개황5.

(1) 년 서목문헌출판사 년이래< >, 1988 , 1909-1986北京圖書館 古籍善本書目

국가도서관에 입관된 선본 고서 만여종 수록2
(2) 은 년에 출판 현재 권< >, 1 < > 1990 , 4北京圖書館普通古籍總目 第 卷 目錄門

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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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서문문헌출판사가 총 권으로 나누어 완결본< >, 1994 10民國時代總書目

출판 년까지 출판된 만종의 도서 수록1911-1949 12 .
(4) 증정본 년 서목문헌출판사<1933-1949 > , 1981 ,年 全國中文期刊聯合目錄

전국 여개 도서관의 만여종 간행물 수록50 2
(5) 전국 개 단체가 소<1962-1978 ( )>, 105年 全國西文期刊聯合目錄 科學部分

장하고 있는 만여종에 달하는 간행물 수록2
(6) 북경도서관 소장신문 목록 년 이전 소장했던 중문 외국어 신문< >, 1981 ,

여종4,000

관련 표준 및 규칙6.

국제서지기술표준 준수(1)
년 문헌표준화위원회 국제서지기술표준인 를 번역하고 소개함1979 , ISBD .

총칙ISBD M
연속간행물ISBD S
전문저서ISBD G
비도서류ISBD NBM
컴퓨터 파일ISBD (CF)

중국문헌기술표준 준수(2)
문헌목록기술규칙 총칙3792. 1
일반도서목록규칙3792. 2
연속간행물목록규칙3792. 3
비도서류목록규칙3792. 4
공문서목록규칙3792. 5
지도자료목록규칙3792. 6

중문문헌목록규칙 사용 년(3) < > 1996中文文獻編目

중문전산목록통신형식 사용 문화부표준 년(4) < > 1995
중문기계가독목록기술형식 사용 년(5)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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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의 서지목록 편찬에 있어서의 역할7.

(1) 국가문헌기록 및 관련 표준 연구 및 제정
근년간 국가도서관은 줄 곳 관련 문헌기록의 국가표준화 작업과 의 번ISBD
역 및 연구 작업에 참여해 왔으며 ,中國圖書分類法 漢語主題詞表《 》《 》

등을 편찬했고 중국 문헌 표준화 위원회의 각종 표준화 초,漢子屬性字典《 》

안 작업에 참여해왔다.

(2) 국가문헌표준기록과 관련표준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했으며 각

종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표준을 소개해 왔다.

(3) 수준 높은 중문서지 데이터를 제작해 모범을 보여왔으며 현재까지 여만140
건의 중문 일반도서 데이터를 발행했다 년에는 전국공동목록센터를. 1999
건립하고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목록을 실현해 국내 문헌기구와 도서공급업

체에 서지데이터를 제공해왔다 여기에는 중문예상목록데이터 중문도서목. ,
차정보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번역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사서사무관 김명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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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박 종 문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

먼저 중국 국가도서관 천리 부관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의 우리도, ( )陳力

서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월 우리도서관 대표단이 귀관을 방문하였을 때 베풀어주신, 5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한 중 국가도서관 대표단의 상호교류가 시작된 이후로 도서관 업무 종1997 ·
사자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은 물론 양국 도서관이 추구하는 공동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

다.
더욱이 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핵심지식기반시설인 도서관의 역21 ·
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확신하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지적 자산의 총집합체로서 지식

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중심기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월 일 개관하였으며 정부직제상 중앙정부 문화1945 10 15 , (
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관장 밑에 부 과 담당관 분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2 6 1 1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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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 도서관건물은 년 신축한 것으로 본관 연수관 및 자료보존관1988 ,
등 개동으로 지상 층 지하 층에 연면적 이며 별도로 연면적3 7 4 59,511 , 8,050㎡ ㎡

의 학위논문관을 인근에 두고 있습니다.
년 월말 현재 우리도서관의 장서는 만여책으로 매년 인 만여책2001 10 397 9% 25

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평균 여명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 1 10,000
간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서수집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납본 구입 기탁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 ,
루어지고 있고 이 중 납본시에는 정가의 를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50% .
이와 같이 확보된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항온항습장치 유해환,
경인자 차단장치 감압훈증설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설치 관리하고, ,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서관은 출판물과 문헌정보유통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표준자,
료번호제도와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CIP(Cataloging in publication)
발 등 관련준비업무를 여타 도서관 및 출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년도부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1991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자료표준관리시스템인 KOLAS(Korea Library Automation

를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System)
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보급으로 공공도서관들은 자료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각,
지역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관은 국립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도서관간 협력증진

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인

를 개발하여 지난 월부터 가KOLIS-NET(Koera Library Information System) 5
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년부터 도서관정보자원의 공동구축과 공동이용을 위하여 전1997
국의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를 국가종합목록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한번

의 검색으로 소장처를 확인한 후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문헌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검색체계가 완비되었으며 계속적으로,
목록정보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장서량을 보충,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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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서관은 또한 전국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교육시키는 전문교육훈

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명 정도이며 특히 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1,200 , 2002
털자료실이 설치됨에 따라 운영요원들에 대한 도서관정보화 특별교육을 중점적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관은 특별히 도서관정보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국내, ,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문 를 구축하는 사업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는DB
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제 단계는 년까지 기반조성단계 제 단계는 년1 2002 2004 , 2 2005 2007∼ ∼

까지 확산단계 제 단계는 년까지 성숙단계로서 국가문헌관리 및 도, 3 2008 2010∼

서관경영 구축 시스템개발 메타데이타 등 각 분야별로 사업을 전, DB , , (metadata)
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관은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도서관의 건립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별도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건평 평에 억원을 투자하여 년도부터 건립부지10,000 1,200 , 2002
선정 및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년 완공할 예정입니다2007 .
앞으로 도서관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 정보의 산실인 도서관도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우리관은 도서관의 정보원인 국가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고 이를·
활용케하는 국가대표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미래의 후손을 위하여 자,
료를 완벽하게 보존하여 물려주고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자

료이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서관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한 중 도서관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양국 도서관발전에 크나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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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과 으로서의書誌作成 現況 國家書誌 作成機關

役割

이 경 구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

목 차

서론1.
국가서지의 정의2.
우리나라의 국가서지활동3.
국가서지작성기관3.1.
서지변천사3.2.

국가서지 현황3.3.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3.3.1.
납본월보3.3.2.
기타 국가서지3.3.3.

결론4.

서 론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망

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서지로 만들어 국내외에 배포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다, .
이 가운데 국가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서지 작성과 관련한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국가서지 활동이라고 한다 한국의(national bibliography) .
경우 이러한 국가서지 활동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국가서지 작성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국가서지 현황

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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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의 정의2.

국가서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정된 이론은 없으며 현재도 논

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서지에 대한 개념의 구체적인 표현은 년. 1896 Frank
이 영국을 위한 서지의 국가적 체계Campbell ' (a national system of

를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영국국립도서관 소장자료bibliography)' .
를 위한 국가서지를 주장하면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인쇄자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가서지는 납본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한다는 괄목할만한 주장을 하였다 년 미국의 분류표 서지분야. 1902 LC

에서는 국가서지 항목에 다음을 포함시키고 있다(Class Z) .

1) 그 나라에서 출판된 문헌(book)
2) 그 나라의 저자가 쓴 문헌
3) 그 나라의 언어로 씌여진 문헌
4) 한 주제로서의 국가

국가서지는 각 나라마다 개념과 범위에 차이가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
어를 관점으로 또는 저자를 관점으로 할 때 국외에서 출판된 자료까지도 포함,
시키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확대 해석된다 국가서지에 대한 광의적 해석을 한.

년 는 보편적인 국가서지의 범주를 다음 가지로 규정하였Leroy H. Linder(1959 ) 6
다.

1) 한 나라에서 발행된 기록물의 리스트
2) 주어진 한 언어로 된 기록물의 리스트
3) 저자가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는 관계없이 출생한 국가에서

발생한 기록물의 리스트

4) 주어진 한 국가에 관한 기록물의 리스트
5) 주어진 한 국가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리스트
6) 한 국가를 위한 기록물의 리스트

국가서지를 시스템으로 혹은 국가서지 서비스라고 정의한 것은 최근의 일이

다 처음에는 주로 국가도서리스트를 지칭하던 것이 현재와 같은 넓은 의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세기초의 일로 년 년 와20 , 1950 UNESCO, 1977 IFLA

에서 개최한 두 번의 국가서지 국제회의에서 그 기초가 다져졌다UN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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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회의에서는 국가서지가 단순한 서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발1950 UNESCO
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열거한 서지 시스템이라는 것과 도서뿐만 아니라

시청각자료도 국가서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
그후 년 회의에서는 국가서지를 약간 지체될 경우도 있1977 IFLA/UNESCO '
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인쇄 또는 생산되는 한나라의 에 대한 권national imprint
위 있고 포괄적인 기록의 축적물이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한 나라의' . national

는 국가의 출판산업의 생산품 즉 그 나라에서 발행된 문헌이라고 할 수imprint ' '
있다.

또 회의에서는 국가서지에 수록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도서 소책자 회의록 기념논문집Monography : , , ,
2) 국가 연방 주 지방자치제Government publication : , , ,
3) 정기간행물 잡지 등Serials : ,
4) 지도첩 등Maps : , 海圖
5) 박사논문 등Theses :
6) 악보집 낱장악보Printed music : ,
7) 연감 학교편람Calendars : , ,曆

8)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s :
9) 규격Standards :
10) 잡지논문Articles :
11) 음반Recorded Music :
12) 판화 제도 사진 등Prints : , ,
13) 우표 지폐 트럼프 공연프로그램 안내서 전화번호부 선Ephemera : , , , , , ,

거인명부 삐라 신문발표문, ,
14) 상업용문헌Trade literature :
15) 슬라이드 영화필름Films : Filmstrip, , , Transparencies
16) 점자자료Braille :
17) 특허Patents :
18) 국내간행외국어출판물 외국거주자국민의 저작Foreign publications : ,

물 자국에 대한 외국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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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이 모든 것을 수록한 국가서지를 발간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

으며 각국의 조건에 따라 수록자료의 범위가 달라진다.
국가서지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국가서지의 분류방법으로 피수록자료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소급적서지

와 현행서지 가 있다(Retrospective bibliography) (Current bibliography) .
또 피수록자료의 범주에 따라 종합서지 와 특수서지로(General bibliography)
나누기도 한다 종합서지는 취급된 주제에는 관계없이 수록하고자 하는 자료의.
완전성 전체성 포괄성을 지향하는 서지이다 오늘날 각국의 대표적인 국가서지, , .
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납본월보 는 여기,『 』『 』

에 속한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방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국가서지가 실제로 발행될 때

는 중복되게 나타난다 종합서지는 소급적 또는 현행서지의 형식 중 하나를 택.
하게 되고 특수서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서지활동3.

국가서지 작성기관3.1.
국가서지 작성기관은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한국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서지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
가서지적 기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성격부터 조명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규정했을 때의 기능은 일. ' '
반적인 도서관과는 다를 것이나 그것 또한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현상이 나

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국립도서관이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

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년 월 국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한 이래 몇 번의 격1945 9
동기를 겪으면서 도서관 기능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년의 도서관법1963
제정과 더불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승격하면서 현재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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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장에 명시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2 .

1) 국내 외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 · ·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 ·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 연구·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위 법에 의하면 국가서지 활동에 필요한 항목은 이다 국가서지를1), 2), 4), 5) .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한편 표준화를 기하는 일련,
의 과정을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상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규모로서 수집된 문

헌정보를 체계화하여 국가서지를 발행함으로써 한 국가 내 지적자산의 소재를

파악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서지센터, (National Bibliography Information
로서의 기능을 가진다Center) .

서지변천사3.2.
현재 국가서지 활동을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해방이 될 때까지는 도1945
서관의 규정이나 운영방침 또는 직제 및 기구 등에서 국가서지에 관련한 기능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년 월 기구상에 있어서 편찬계가 설치되. 1936 4
어 그동안 발행되어 오던 총독부도서관 기관지인 문헌보국 의 편찬업무를 맡『 』

게되며 최초로 국립도서관 장서목록 인 신서부분류목(National library catalog) 『
록 을 간행하였다 년부터 간행된 문헌보국 은 매호마다 권말에 다양한. 1935』 『 』

목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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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여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도 년 도서1963
관법의 제정 시까지는 국가서지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
년에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도서관은 비로소 국가대표도서관1963 ·

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때부터 국가서지의 발행기능을 부여받' '
게 되었다 국가서지의 발행기능은 한나라의 출판물에 대한 국가서지통정.

을 의미하므로 출판물의 완전한 납본 또는 판권(National bibliography control)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년의 도서관법은 출. 1963
판물의 납본규정을 두었으나 실제적으로 납본이 이루어진 것은 도서관법시행령

이 공포된 년으로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서지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1965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후 현행 국가서지의 발행을 염두

에 두고 소장자료에 대한 소급적인 서지의 발간을 계획하였다 즉 해방이후.
년까지 출판된 국내출판물을 망라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으로 한국서1962 『

목 을 발행하였다 이어서 년분과 납본이 실행되기까지인 년도 분을. 1963 1964』

묶어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하였다 이 두가지 서지는.『 』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을 중심한 것이므로 서명에서는 국가서지의 의미를 부

여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국가서지의 범주에 넣기보다는 National Library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Catalog .

국가서지 현황3.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고 있는 국가서지로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

과 납본월보 가 있다.『 』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3.3.1.
한해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의 서지사항을 수록하여 목록의 표준

화와 출판정보를 제공하는 서지이다 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서. 1963
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서목 을 이어받아 년부터 매년 발간되기 시작하였1965『 』

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출판양 때문에 년부터는 상 하권으로, 1989 · , 1990
년부터는 수록대상자료에서 석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하고 발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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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대상자료는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 , , , ,
점자도서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등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이며, ,
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은 저자명 서명 총서명 색인이 아동도서는 주제구분 없이· · ,
서명순으로 배열되므로 저자명 총서명 색인이 한장본 역시 전체가 서명순 배열· ,
이므로 저자명 총서명 색인이 권말에 수록되었으며 연속간행물 교과서 학습참· , ,
고서 등은 색인수록에서 제외되었다.
수록되는 자료의 기술은 모두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 준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 제 판에 의거하여 주제별로 정부간행물은 정부기관4 ,
별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점자도서 연속간행물은 서명의 가, , , , , ,
나다순으로 비도서자료는 매체별로 구분한 다음 다시 형태별로 구분하여 배열,
순서는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년도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상 하권으로 구성되어 상권에는 일반도서2000 ·
책 종 이 하권에는 정부간행물 개 기관의 책 종 아동도서30,349 ( ) , 285 3,470 ( ), 5,045

책 종 교과서 책 종 학습참고서 책 종 한장본 책 종 비도서자료( ), 903 ( ), 2,318 ( ), 65 ( ),
점 종 연속간행물 책 종 과 권말에 색인 통계가 수록된다 상 하권2,071 ( ), 9,892 ( ) , . ·

각 부씩을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개 처 전문 특수도서관 개 처1,200 400 , · 99 ,
대학도서관 및 전문대학도서관 개 처 주요 정부기관의 자료실 개 처 각373 , 111 ,
종 학교도서관 개 처 정부간행물납본처 개 처 등에 부를 배부하고 지35 , 24 1,018
원협력과에 국제교환처 교류용으로 부를 제공할 예정이다150 .

년도 판은 금년 월 일경에 발간될 예정이다2000 11 20 .

납본월보3.3.2.
매달 우리 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가문헌의

출판정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수서업무의 참고자료로서도 활용된다.
년 도서관법시행령의 제정 공포로 납본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도서관은1965 ·

납본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출판물납본월보 라는 제목아래 월간으로 발간하기『 』

시작하였으며 월간 반월간 등으로의 간기 변경과 문헌정보 등으로의 표제명, , 『 』

변경이 있었으나 간행물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납본제도를 보다 활성,
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을 두고 년 월부터 다시 납본월보 로 제목을1994 1 『 』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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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비도서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 ,
국제표준도서번호 의 부가기호중 내용분류인 한국십진분류법 판에 따라(ISBN) 4
주제구분을 정부간행물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순으로 아동도서는 서명의 가, ,
나다순으로 비도서자료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자료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
다.

년 월부터 월까지 정부간행물 종 일반도서 종 아동도서2001 1 10 5,441 , 22,955 ,
종 비도서자료 종 등 종이 수록되었다 월과 월에는 합병2,898 , 2,682 33,976 . 1·2 7·8

호를 발간하므로 년 회 매호 부씩을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개10 , 1,000 326
처 전문 특수도서관 개 처 대학도서관 및 전문대학도서관 개 처 주요 정, · 94 , 358 ,
부기관의 자료실 개 처 각종학교도서관 개 처 정부간행물납본처 개 처72 , 34 , 21
등 약 개 처에 배부하고 지도협력과에 국제교환처 교류용으로 부를 제공945 , 48
한다.

기타 국가서지3.3.3.
소급적 서지이면서 주제를 다룬 특수서지로 학술논저총합색인 이 있다.『 』

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그동안 발간된 단행본 학1945 ,
위논문과 논문집 등의 연속간행물에 개재된 기사 및 논문 등에서 관련 저작물을

모은 것으로 년 제 집을 끝으로 발간을 중단하였다1999 27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구입 기증 교환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형태나 주, , ,
제별로 발행한 것으로 장서목록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동양서 목록인 동양서 장서목록 과 한국고서 목록인 고서목록{ } { }
이 있다 이들은 최신성을 보장하지 못한 형태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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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양서 장서목록< 1>

권 호 수 록 내 용 수 록 범 위 발행년

제 권1 총류 철학 종교, , 1945-1980 1982
제 권2 역사 지리 어학 문학, , , 1945-1983 1983
제 권3 미술 연예 사회 교육, , , 1945-1983 1984
제 권4 정치 법률 경제 국방, , , 1945-1983 1985
제 권5 이학 의학 약학, , 1945-1983 1986
제 권6 공학 공법, 1945-1983 1987
제 권7 산업 교통, 1945-1983 1988
제 권8 보유판 권에 미수록된 자료1-7 1989
제 권9 색인편(1) 서명색인 숫자 알파벳 문자( , , ,

특수문자, - )ㄱ ㅂ
1991

표 고서목록< 2>

권 호 수 록 내 용 수 록 범 위 발행년

1 한국고서 년 이전1945 1970
2 한국고서 년 이전1945 1971
3 한국고서 년 이전1945 1972
4 승계 의산문고 관리전환 기타, , , 년 이전1945 1973
5 한국고서 년1973 - 1980 1980
6 한국고서 년1980 - 199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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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술논저총합색인< 3>

권 호 수 록 내 용 수 록 범 위 발행년

제 집1 법률학 1945-1972 1973
제 집2 경제학 1945-1973 1974
제 집3 경영학 1945-1974 1975
제 집4 역사학 1945-1975 1976
제 집5 중화학 공학· 1945-1976 1977
제 집6 정치학 1945-1977 1978
제 집7 행정학 1945-1978 1979
제 집8 외교학 1945-1979 1980
제 집9 국방 군사학· 1945-1980 1981
제 집10 철학 1945-1981 1982
제 집11 국어국문학 1945-1982 1983
제 집12 도서관학 1945-1983 1984
제 집13 사회학 1945-1984 1985
제 집14 미술 1945-1985 1986
제 집15 체육학 1945-1986 1987
제 집16 음악 1945-1987 1988
제 집17 풍속 민속학· 1945-1988 1989
제 집18 가사 가정학· 1945-1989 1990
제 집19 연극 영화· 1945-1990 1991
제 집20 심리학 1945-1991 1992
제 집21 통계학 1945-1992 1993
제 집22 영어 영문학· 1945-1993 1994
제 집23 컴퓨터공학 1945-1994 1995
제 집24 국문학 1945-1995 1996
제 집25 문화재 1945-1996 1997
제 집26 미술 보유판( ) 1986-1997 1998
제 집27 사회복지 1945-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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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 월 국가서지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알아보기2000 1
위한 설문지조사를 하였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도서관 간행물 배부처.
여 개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회수율 에 따르면 대한민국출판420 ( 41%) ,『

물총목록 의 경우 조사대상의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용도는 주로 자62%』

료검색을 위한 것이었다 검색시 주로 서명순을 사용하며 수서업무에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이상이 현재의 인쇄본을 한국문헌목록정보. 50% 『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CD-ROM( ) , 70%
의 응답자들은 책자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국가서지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납본월보 의 이용율은 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보다 다소 낮았다60% .『 』 『 』

용도는 주로 수서와 참고봉사에 사용되며 응답자의 반 이상이 출판정보를 신속

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 이상 으로 생각하나 간행빈도를 현재의 월간에서(80% )
격주간으로 바꿀 것을 원하고 있었다 개선점으로 서명색인의 수록을 원하고 있.
으며 이상의 응답자가 온라인서비스를 희망함으로써 책자와는 별도로 온, 86%
라인서비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1998 ICNBS(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에서는 세계 여개국의 국립도서관과 국가서지기관의 대Bibliography Services) 70

표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출판유산을 완전히 기록하는 것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서지통

정을 할 수 있는 주요도구인 국가서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으며 국립도서관,
과 국가서지기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지만 조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기

준의 시행은 국가서지기관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 지적유산 그리. ·
고 언어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현재와 미래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수

단으로서 법적 납본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가서지에 대한 국내기관의 다양한 요구와 범세계적인 국가서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납본된 자료를 중심으로 책자형태의 출판을 고수해 오던 우리나라,
의 국가서지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운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내용면으로는 첫째 국가서지로서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 납본의 철저화를 기,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가서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항의 설치도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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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소장자료를 국가자료종합목록 로 공동, DB
구축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이 개발 운용됨에 따· (KOLIS-net) ·
라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면 불완전한 납본을 기반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가

서지가 전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장차 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관련자료들을 수록함으로써 포괄성 있는,
국가서지를 발간할 수 있다.
형태면으로는 인쇄본이 가지는 최대 단점인 최신성의 결여와 제작비의 고가문

제를 이나 으로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CD-ROM On-line .
은 캐나다의 국가서지 가 책자에서 마이크로형태물로 다시 전자형Canadiana ,《 》

태로 바뀐 것이나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 국가서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려,
고 시험 중인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국가서지는 자국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증대

되고 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자국의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
표준화된 방법으로 국가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터넷시대 출판환경의 변화는 국립도서관으로 하여금 전자적 정보의 수집까

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을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서지 발간을 위하여 국립도서관간의 협력이 중

요하다.
금번 제 차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를 통해 양측이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을5 ·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매품[ ]

계 간 도서관
제 권 제 호56 4
통 권 제 호361 Quarterly DOSEOGWAN

Vol.56 No.4
Winter 2001년 월 일 인쇄2001 12 28

년 월 일 발행2001 12 30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 화 팩 스: (02)5900-634 : (02)5900-650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평화문예사: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60-1, Panpo-dong, Seocho-gu, Seoul, Korea
Tel.(02)5900-634 Fax.(02)5900-650




	도서관 제56권 제4호(통권 제361호) 2001 겨울
	目次
	Contents
	KORSA의 해외학술지 공동활용시스템의 현황과발전방향
	목 차
	Abstract
	1. 머리말
	2. 학술정보 공동활용의 필요성
	2.1 도서관 환경
	2.1.1 학술지 중복 구독 실태
	2.1.2 수작업에 의한 공동활용 체제의 문제점
	2.1.3 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

	2.2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의 당위성

	3. KORSA의 성립
	3.1 광주과학기술원 도서정보센터
	3.2 KORSA의 결성
	3.3 인터넷 기반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4. KORSA의 현황과 발전방향
	4.1 공동활용 시스템의 개요
	4.2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역 및 이용자 서비스
	4.2.1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역
	4.2.2 이용자 서비스 현황

	4.3 향후 사업추진 방향
	4.4 영속성 및 일관성 유지 방안

	5. 맺는말

	Dublin Core 기반의 Meta Editor 개발
	목 차
	Abstracts
	1. 서론
	2. Dublin Core와 관련 프로젝트
	2.1 Dublin Core
	2.2 Dublin Core를 적용한 프로젝트 사례
	2.3 프로젝트의 특징적 요소

	3. Dublin Core 기반의 Meta Editor 설계
	3.1 시스템 설계
	3.2 DB 설계
	3.3 저장포맷 정의

	4. Meta Editor 적용사례 - 기사색인 에디터
	4.1 환경설정
	4.2 기사데이터 편집
	4.3 기타 관련 기능

	4. 결론
	참고문헌
	[별첨자료] 더블린 코어 프로젝트 사례 요약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사례
	목 차
	초록
	1.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YDL) 시스템 소개
	2. YDL 메타데이터의 특징
	2.1 YDL 메타데이터의 구축 배경
	2.2 YDL 메타데이터의 특징
	2.3 YDL 메타데이터의 작성
	2.3.1 메타데이터의 구성
	2.3.2 메타데이터의 작성과 관리


	3 YDL 메타데이터의 구성
	3.1 자료유형별 메타데이터 항목
	3.1.1 모든 메타데이터의 공통 항목
	3.1.2 학위논문 메타데이터의 항목
	3.1.3 연속간행물(전자저널) 메타데이터의 항목
	3.1.4 기사 메타데이터의 항목
	3.1.5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의 항목
	3.1.6 고서 메타데이터의 항목
	3.1.7 학술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항목
	3.1.8 웹 학술정보 메타데이터의 항목
	3.1.9 강의 정보 메타데이터의 항목

	3.2 브라우징 검색을 위한 자료유형별 디렉토리 구성

	4. YDL 메타데이터의 제한점 및 향후 발전계획
	참고문헌
	연속간행물(전자저널)

	譜牒資料現況및 利用에 관한 考察-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에 대하여 -
	목 차
	1. 머리말
	2. 譜牒의 意味와 類型
	2.1 意味
	2.2 類型
	(1) 大同譜
	(2) 族譜
	(3) 世譜
	(4) 派譜
	(5) 家乘譜
	(6) 系譜
	(7) 萬姓譜
	(8) 其他


	3. 譜牒의 體裁構成
	(1) 序文·跋文
	(2) 圖表
	(3) 凡例
	(4) 史傳
	(5) 本文(系譜表, 世系, 世表)
	(6) 編修者名記

	4. 譜牒의 現況
	4.1 所藏
	4.2 蒐集
	4.3 利用

	5. 맺는말
	참고문헌
	<별첨자료 : 譜牒現況>(2000년현재)

	전자 저널의 최근 동향
	목 차
	초록
	1. 서론
	2. 학술 출판 체계에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
	2.1 저자
	2.2 출판사
	2.3 사서
	2.4 도서관 이용자

	3. 공급과 수요
	3.1 비용과 가격 사이의 관계

	4. 연속간행물 위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대응
	4.1 해체된 저널
	4.2 무료 억세스 모형
	4.3 시장 모형
	4.4 SPARC
	4.5 HighWire Press
	4.6 토의

	5. 결론
	참고문헌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서고 건축 :건축술과 자료보존
	목 차
	머리말
	1. 프로젝트의 일관성
	2. 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
	3. 건물의 구조와 조직
	3.1 도서와 문서의 순환
	3.2 직원용 통로
	3.3 이용자용 통로

	4. 서고 건축
	4.1 면적과 수장량
	4.2 지하서고 건축
	4.3 지상서고 건축
	4.3.1 오픈된 곳과 유리를 끼운 외관
	4.3.2 건물의 외장 건축
	4.3.3 자연조명과 인공조명
	4.3.4 바닥
	4.3.5 배관
	4.4 지붕


	5. 내부환경
	5.1 일반적인 데이터
	5.2 서고내의 환기
	5.3 내부 환경 기준
	5.4 완전한 자연적인 환경관리
	5.5 공기조절시스템의 다양한 모델
	5.5.1 최소 공기조절 시스템의 개념
	5.5.2 전통적인 공기조절시스템의 개념

	5.6 공기여과
	5.7 환경수치의 측정

	6. 災害에 대비한 보호
	6.1 水災
	6.2 火災
	6.3 도난
	6.4 비상구와 재난시의 대처

	7. 서가와 기타설비
	8. 결론과 전망

	기 조 연 설
	국립국회도서관의 최신동향에 대하여
	들어가며
	1. 關西館개관 준비
	2. 국제어린이 도서관 제2기 개관 준비
	3. 3관체제의 확립을 향하여
	(1) 국회서비스
	(2) 전자도서관 기반 시스템
	(3) 동경본관의 행정·사법,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체제의 재편

	4. 2001년도의 준비작업
	①조직·기구의 확정
	②요원·자료 등의 이전준비
	③서비스, 업무 내용의 확정



	주 제 발 표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연수 및 기타 연수
	1. 평성11년도(1999. 4∼2000. 3)까지
	1.1 직원연수 : 직급별 연수를 중심으로
	① 직급별 연수
	② 部局연수
	③ 그 외(수시)

	1.2 국내외의 도서관원 등의 연수
	① 도서관정보학 공개강좌
	② 당관 지부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③ 受託연수(1999년. 5건 10명)
	④ 일본연구사서연수(1996년∼2000년 5년간 25개국 64명)

	1.3 문제점

	2. 이행기(2000, 2001년도) : 관서관 개관까지의 이행준비
	2.1 연수 시행, 준비
	① 레퍼런스 특별연수의 실시(2001년 2∼3월, 3일간)
	② 원격연수의 하나로써 Web연수의 준비(2000, 2001년도)
	③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연수 실시(2001년 3월, 합계 4일간)

	2.2 과제와 문제점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독자성(입법부에 속한 것)
	② 도서관전문직제도의 미확립과 장래 방향의 불투명성
	③ 연수기획담담자, 연수강사에 적합한 인재의 부족(특히 현장출신 강사)


	3. 關西館(가칭) (2002년도 이후)
	3.1 동경본관
	3.2 관서관

	<참고자료①>
	<참고자료②>
	<참고자료 ③>
	<참고자료④>
	<참고자료⑤>


	기 조 연 설
	21세기를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
	1. 머릿말
	2. 주요 업무 추진 현황
	2.1 자료보존관 운영
	2.2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2.3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 보급
	2.4 출판정보(CIP) 표준목록제도 세미나 개최
	2.5 도서관정보화 특별교육

	3.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계획


	주 제 발 표
	한국 사서교육의 현황과 과제
	목 차
	1. 머리말
	2. 한국 사서제도와 사서양성
	3.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재교육
	3.1. 일반현황
	3.1.1 연 혁
	3.1.2 법적 근거
	3.1.3 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

	3.2 2001년 교육 프로그램
	3.2.1 전문교육과정
	3.2.2 특별교육과정
	3.2.3. 기타교육과정


	4. 한국 사서교육의 전망과 과제


	기조연설ㆍ주제발표
	國家圖書館書誌業務와 書誌데이타 建設
	목 차
	1. 머리말
	2. 역사적 배경
	3. 중국국가서지 현황
	《中國國家書目》의 기본개황
	(1) 수록범위
	(2) 편집체제 배열
	(3) 발행현황


	4. 중국어 서지데이타베이스 구축
	(1) 인프라건설
	(2)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중문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 중국국가서지 신착도서 데이터베이스
	2) 중국국가서지 소급 데이터베이스
	3) 중문MARC데이터베이스


	5. 국가도서관 대형 서지 편찬 개황
	6. 관련 표준 및 규칙
	(1) 국제서지기술표준 준수
	(2) 중국문헌기술표준 준수
	(3) <中文文獻編目중문문헌목록규칙> 사용 1996년
	(4) <중문전산목록통신형식> 사용 문화부표준 1995년
	(5) <중문기계가독목록기술형식> 사용 1999년

	7. 국가도서관의 서지목록 편찬에 있어서의 역할


	기 조 연 설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주 제 발 표
	書誌作成現況과 國家書誌作成機關으로서의役割
	목 차
	1. 서 론
	2. 국가서지의 정의
	3. 우리나라의 국가서지활동
	3.1. 국가서지 작성기관
	3.2. 서지변천사
	3.3. 국가서지 현황
	3.3.1.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3.3.2. 납본월보
	3.3.3. 기타 국가서지


	4.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