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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1.

도서관정책이 문화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된지도 어언 여년이 지나고 있10
다 새천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세간에는 지식정보화니 문화의 세기니 하는. ' ' ' '
구호들을 흔히 듣고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도서관도 우.
리 일상사의 뒤켠으로부터 양지바른 앞마당으로 나오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관.
심에 다소 얼떨떨해 하는 도서관 관계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
하던 시절에도 묵묵히 도서관을 돌보고 주민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세기적 흐름 속에서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서관정책을 뒤돌아보고 지식정보화시대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을

어떻게 육성 지원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역사·
적 소명의식마저 들게되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도서관지원책을 살펴보고 현재 수립중인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장(jykim4321@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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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의 연혁2.

도서관정책은 년 문화부 발족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1990
전담해 왔으나 년 도서관진흥법 의 제정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 1991 「 」

부로 이관되고 문화부내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정책의

일부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년 월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 1994 5
판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 월, 12
생활문화국이 문화정책국과 통합됨에 따라 문화정책국에 현재의 도서관박물관과

로 정착된 것이다.

도서관정책 추진현황3.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구를

기존의 과 실 분관에서 부 과 담당관 분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국5 1 1 2 7 1 1
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년에는 도서관발전정책 및 행정, 1993 '
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관정책 추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
며 년에는 도서관진흥법 을 폐지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을 제정함으, 1994 「 」 「 」

로써 현재와 같은 도서관정책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년 국. 1997 '
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년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1998 ' '
국립중앙도서관 을 마련하는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
대비하여 도서관의 정보화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년에는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범부처 차원2000 ' '
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도서관의 육성 진흥을 위한. ·
문화관광부의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3.1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년 월말 현재 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운2001 12 437
영하는 도서관이 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개 사립공공도서관이191 , 220 ,
개이다 구성비율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라고 함 에서 운영하는 곳26 . ( )

이 전체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로서 년도의 전체 공공43.9%, 50.6% 1993
도서관 관중 지자체 운영 도서관 교육청 운영 도서관 와 비교281 18.9%, 75.8%
할 경우 지자체 운영도서관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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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

아졌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 친화형 문화공간인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도서관은 학교 및 대학도서관과.
는 달리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시설이 아니라 일반 공중을 위한 지식정보센터,
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 중등학교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 교육청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한정된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운영체계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에,
서 제시한 지자체와 교육청간 공공도서관의 구성비율의 변화는 지자체로 공공도

서관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참.
고로 과거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국민교육정책의 일부분

으로 포함되어 도서관이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에 머물러 왔었다 그러나 세기. 21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학생계층만을 위한 공부방

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지식정보가 집적되어 일반 대중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
고 독서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에서는 도서관을 그 기능「 」

에 따라 공공 학교 대학 특수 전문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 · · · .
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및 대· ,
학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시설의 일부로서 운영지원을 담당

하고 있다 특수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개별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
주관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도서관을 어느 한.
부처에서 주관할 수 없음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다만 도서관정.
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의 효율적인 상시 정책협의체계

를 마련하여 유기적으로 도서관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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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서관현황을 관종별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공공도서관 외에 학교도,
서관 관 대학도서관 관 전문 특수도서관 관을 포함하여 총 관에7,918 , 420 , · 578 9,354
이르고 있다.

표 전국 도서관 현황< 1-1>

단위 관( : )

구 분 국 립
공 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ㆍ 계
시 도· 시도교육청 사립

계 1 191 220 26 420 7,918 578 9,354
서 울 1 8 22 12 73 974 292 1,382
부 산 - 6 13 2 30 462 14 527
대 구 - - 11 1 15 337 15 379
인 천 - 3 6 - 10 292 14 325
광 주 - 6 5 1 15 214 11 252
대 전 - 8 2 1 23 226 50 310
울 산 - - 4 1 1 115 10 131
경 기 - 45 8 - 71 1,323 88 1,535
강 원 - 14 22 - 19 238 8 301
충 북 - 7 15 - 19 334 8 383
충 남 - 18 19 - 31 637 12 717
전 북 - 14 17 2 23 526 8 590
전 남 - 20 18 1 23 718 4 784
경 북 - 21 28 1 38 767 17 872
경 남 - 12 24 - 23 654 23 736
제 주 - 9 6 1 6 101 4 127

년 월말 통계 대학 학교 전문특수도서관은 년 월말* 2001 12 ( · · 2000 12 )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진

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도서관 확

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만 도.
서관을 자주 찾게 되고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공공도서관은 관으로 미국 관 영국 관 프랑스437 10,426 (1996), 5,352 (1997),

관 일본 관 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관당 봉사4,197 (1997), 2,585 (1999) . 1
인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만명인데 비해 미국 만 천여명 영국 만여명11 2 6 , 1 ,
프랑스 만 천여명 가까운 일본의 만 천여명과 비교할 때 봉사인구가 과다1 4 , 4 8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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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 주요국 공공도서관 현황비교< 1-2>

미국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는 참조* , , UNESECO, "UNESCO Yearbook 1999"
미국-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Y 1996"
일본 일본도서관협회- : , : 1999日本 圖書館 統計 名簿の と『 』

이처럼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년부터1991 2001
년까지 총 관 누계 에 대해 억원을 지원하였다 관당 평균 억여원을 지228 ( ) 769 . 1 4
원하였는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에 대「 」

한 국고지원은 총사업비의 부지매입비 제외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20%( )
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지속.
적인 지원결과 년 당시 관이던 공공도서관은 지난해말 관 건립중1991 267 485 ( 48
관 포함 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개 기초자치단체 중) 2 . 232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곳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나마 곳 중 곳은 현재 도서9 . 9 6
관을 건립 중이어서 순수 공립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은 곳뿐이다 그러나 도서3 .
관은 이용특성상 접근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 군 구· ·

국 가 연도
인구수

(A)
도서관수

(B)
장서수

(C)
인당1
장서수

(C/A)
관당인구수1
(A/B)

미 국 1996 274,028,000 10,426 711,013,000 2.59 26,283
영 국 1997 58,649,000 5,352 131,690,000 2.25 10,958
프랑스 1997 58,683,000 4,197 89,766,000 1.53 13,982
캐나다 1995 30,563,000 4,717 70,077,000 2.29 6,479
스페인 1997 39,628,000 6,980 32,750,000 0.83 5,677
핀란드 1997 5,154,000 1,638 36,832,000 7.15 3,174
덴마크 1997 5,270,000 1,150 31,433,000 5.96 4,583
독 일 1997 82,133,000 20,685 149,205,000 1.82 3,971
일 본 1999 126,281,000 2,585 276,573,000 2.19 48,852

말레이지아 1995 21,410,000 485 10,895,000 0.51 44,144
한 국 2001 48,289,000 437 26,946,477 0.56 1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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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개관씩 설치된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년까지 인구 만1 2 . 2011 6∼

명 당 관 수준으로 도서관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지원 예산의1
대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년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예산 내역을 시 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10 · <
과 같다1-3> .

표 도서관 건립지원내역< 1-3>

단위 백만 원( : )
연도

시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서울 - - - - 200
(1)

250
(1)

500
(2)

1,400
(7)

1,050
(3) - - 3,400

(14)
부산 - - - 486

(2)
850
(3) - 250

(1)
200
(1) - 950

(2)
350
(1)

3,086
(10)

대구 - 240
(1)

470
(2) - - - - - - - - 710

(3)
인천 - - - - - 250

(1) - 700
(1) - - 1,600

(2)
2,550
(4)

광주 - - - - - 250
(1)

250
(1)

200
(1)

350
(1) - 650

(2)
1,700
(6)

대전 - 960
(4) - 243

(1) - 250
(1) - - - 500

(1)
400
(1)

2,353
(8)

울산 - - - - - 300
(1) - - - - - 300

(1)
경기

1,000
(3)

2,629
(10)

815
(3)

1,263
(5)

750
(2)

900
(3)

300
(1)

900
(3)

1,920
(4)

1,900
(3)

2,100
(5)

14,477
(42)

강원
440
(2)

516
(2)

440
(2)

590
(2)

800
(2)

1,100
(3)

1,600
(4)

1,014
(3)

500
(1) - 650

(2)
7,650
(23)

충북 - 325
(1)

440
(2)

295
(1)

1,650
(5)

1,100
(3) - - - 1,150

(1) - 4,9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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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충남
440
(2) - 957

(4)
1,369
(6)

750
(2)

1,000
(2)

1,000
(2)

357
(1) - - - 5,873

(19)
전북

220
(1)

191
(1)

690
(3)

510
(2)

300
(1)

800
(2)

300
(1)

300
(1)

500
(1) - 500

(1)
4,311
(14)

전남
1,360
(5)

382
(2)

220
(1)

510
(2)

1,300
(3)

500
(1)

1,600
(4)

714
(2)

1,680
(3) - 500

(1)
8,766
(24)

경북
660
(3)

191
(1)

440
(2)

939
(4)

1,100
(3)

800
(2)

1,100
(3)

357
(1) - - 800

(1)
6,387
(20)

경남
1,010
(4)

565
(2)

250
(1) - 500

(1)
800
(2)

600
(2)

658
(2)

500
(1)

1,000
(2)

500
(1)

6,383
(18)

제주 - - - 295
(1)

500
(1)

500
(1)

800
(2) - 500

(1)
900
(2)

500
(1)

3,995
(9)

계
5,130
(20)

5,999
(24)

4,722
(20)

6,500
(26)

8,700
(24)

8,800
(24)

8,300
(23)

6,800
(23)

7,000
(15)

6,400
(11)

8,550
(18)

76,901
(228)

안의 숫자는 지원 도서관수임* ( )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3.2
공공도서관이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볼 자료가 없다면 도서

관의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도서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
책이다 최근 정보기술 의 발전으로 출판계에도 기존의 도서 외에 전자책' . (IT)

이 나오고 다양한 디지털자료 등 가 등장하면서 출판(e-book) (CD-ROM, DVD )
문화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책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 ' '
으로 전자책 관련 기술이 더욱 발달하더라도 책을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

라고 본다.

여하튼 책이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현황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표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공. < 1-2>
도서관의 총 장서량은 약 천 백 십만권으로 국민 인당 권 수준에 불과하2 6 9 1 0.56
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국민 인당 장서량이 미국 권 영국 권 일본. 1 2.59 , 2.25 ,

권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앞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의 문화와2.19 .
환경이 한 국가의 선진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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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도서관의 장서구입이 해당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의 고유업무인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서 확충을 위해,
서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년까. 2011
지 국민 인당 권의 장서를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년부터 년까지1 1.0 1995 2001 228
억원을 지원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매년 억원의 지원에 머물던 예산. 1995 1997 10
이 년 억원 년 억원 년에는 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다1999 45 , 2000 56 , 2001 60 .
특히 지난해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등 시민단체" "
와 언론 등의 관심과 운동에 힘입어 년 억 천만원으로 년에 비해2002 82 5 2001

이상 증액되었다37% .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이 지식정보화시대 그 지역의 정보 생산 및 유통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도 콘텐츠가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 '
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도서관 외에 문고에 대해서도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문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상 도서관의 시설조건에는 미. 「 」

달하지만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시설협소 및 장서부족 등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 사립 문고는 천 백. · 2 3
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여 곳의 문고에 대해 억원의 예산으로, 100 2
장서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3.3
앞서 제시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지원 외에도 정부에서는 공공도서

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점자 녹음도서 제작비 및 전자점자도서관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
약계층의 정보이용여건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등 도서관에서 멀.
리 떨어져 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 '
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말로 전국적으로 개의 이동도서관이 운영. 122
되면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독서기회부여 등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개별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년부터 도서관을 포함, 1998
하여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운영평, ,
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인센티브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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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도서관에도 확산하여 공공도서관의 정보공유 및 공동발

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정보화 추진3.4
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 과거 년대 초 문교부 시절부터 한국문헌에 대한 데1980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지정보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

록형식 을 비롯한 각종 표준포맷을 개발 보급하는 등 일련의 일들을(KORMARC) ·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년부터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에서 운용되는1991 ' ' DOS
용 단행본시스템 용 단행본시스템 년에는 용 및PC (KOLAS), UNIX , 1994 PC
용 연속간행물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여 왔다UNIX .

본격적으로 도서관정보화사업이 추진된 것은 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터1996
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시되고 국가 디지털도서관 구축 계획에 관한 연구,『 』

를 토대로 년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시안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1997 ' ( )'
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도서관이 함께, , , , KAIST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서 귀중본' ' ,
입법부 발간자료 국외취득 박사학위논문 등 참여기관의 주요자료 만 천면의, 52 5
원문을 로 구축하여 같은 해 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 것이라고 할DB 11
수 있다.

년도에는 국내 주요 대 도서관이 참여하여 국가전자도서관 연계사업을1998 7 ' '
추진하여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을 보완 확장하고 전자출판시스템과 저작권관· ,
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자료의 목.
록정보 만건과 원문정보 만면을 안방에서도 서비스받을 수 있는 전자도서180 105
관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년부터는 전자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소장자료의 화를 추진1997 DB
하여 전산 입력된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목록을 수집 국민,
들이 전국 도서관이 소장한 목록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부터는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전자도서관, 1998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자료종합목록 만건의 중복 오류 데이터 수정작DB 200 ·
업을 수행하고 원문정보 만면을 로 구축하였으며 년도에는 국가자료, 591 DB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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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목록 만면의 중복 오류 데이터 수정작업과 원문정보 만면을 로 구237 · 588 DB
축하였다.

년에는 그동안 환경에서 수작업과 자료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1999 DOS
해야 했던 기존 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기반의 공공도서KOLAS WINDOWS '
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년 월 전국 공공도서관을(KOLAS )' 2000 8Ⅱ

대상으로 보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KOLAS .Ⅱ

년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2000
여 국가자료종합목록 로 공동 구축 활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DB · ,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INDOWS (KOLIS-NET : KOrea Library
도 개발하였다 은 기Information System-NETwork) . KOLIS-NET WINDOWS

반에서 모든 자료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용량의 자

료를 관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영관리 서비스할 수 있게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을 이용하여 전국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 KOLIS-NET
는 모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각도서관들은 목록 데이터 내려 받고 올

리기 등의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년은 도서관정보화사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대통령이2000 .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2000 2 1 "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시· "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도서관정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
육부 행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 , , , '
계획 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2000 2002) , .∼

진해오던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등 정보화사업도 동 계획에 포함되어 확

대 추진하게 되었다.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은 크게 도서관의 정보화 기반조성사업과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와 같은 콘텐츠 확충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도서관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공공.
도서관은 기본적인 정보화장비 및 디지털자료의 이용공간이 부족하다 사회 전.
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는 도서관리의 전산화 등 기본적인 정보화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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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문헌 의 구축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도서관이 국민들의DB
정보활용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21 ·
의 핵심기관으로 지역정보화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반조,
성이 시급했고 그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 '
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년에 걸쳐 국비와. 2001 7 2003 6 2
지방비를 대 투자하여 여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전용공간을 설치할 계획50 50 400
으로 지난해 말까지 여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50 ' ' .
공공도서관의 정보화기반조성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디지

털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 말까지 사서교사가 배치, 2001
되어 있거나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는 개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96 .

한편 이러한 정보화기반 조성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목록 목·
차 원문정보가 원활히 공유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년 말 기준으로 국립중· , . 2001
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는 종합목록 만건 목차정보 만책 원문정보DB 1,100 , 100 , 22
만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도서관정보화의 추진으로 이제 도서관은 더 이상 정보화에 낙후된 공

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
정보센터로 변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공공도.
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타3.5
이상과 같은 주요 도서관정책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

해 독서의 달 월 을 제정하고 연례 도서관주간 월 을 운영하며 매년 월에는(9 ) , (4 ) 9
도서관대회를 개최하여 독서문화상 시상 등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독서진흥과 관련해서.
년 책으로 여는 세상 년 전국민 책읽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1998 ' ', 1999 ' '

하였으며 최근에는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민독서진흥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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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에서1999 (IFLA) 2006
년 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됨에 따라 한국도서관계의 위상 제고 및 국내 도

서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가.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온 결과라고 생각

한다.

향후 도서관정책의 방향4.

지금까지 년 도서관정책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이래 문화관1991
광부가 추진해온 각종 도서관 육성 진흥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제 도서관 특히· . ,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책과 비도서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습(CD-ROM, DVD)
득하고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생활문화프, ,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종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중장

기 발전계획 아래 차근차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식정보화시

대 도서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침체되어.
있는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계 정부부처간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마련하,
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도서관계 현장 등에서 도서관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상당수 제시되었으나 이러,
한 애정 어린 관심들이 정부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깊이 공감하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

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최근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 '
립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계각층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어.
오던 도서관 진흥에 대한 염원을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정책으

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동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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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 '
다.

현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가 추진" "
중이나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해 나갈 도서관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개략적

이나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관계부처간에 도서관 현안에 대한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

는 정책협의기구가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 . 「

법 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채 년 정부의 위원회정비, 2000
과정에서 폐지된 것은 도서관정책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
서 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도서관 관계부처간 원활한 정책협의와 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운영주체가 다른 관계로 정부의 도서관정.
책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파급되는 효과가 반감되고 지역 공공도서관간의 상호협

력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수십년간 도서관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잠재해 왔으며 년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 시에도 해결을 보지, 1991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들 속에서.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실행

문제에 있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자는 교육청으로 운.
영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현재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정,
보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반 행정체계의 측면에서도 교육행정을 제외한 모.
든 행정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통해 집행된다는 점과 공공도서관 운영이

지자체의 고유업무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

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교육청의 경우 초 중등학교 지원을 정책. ·
의 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관정책 협의체계가 확립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일원화됨으로써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정책지원체계· ·
가 확립되고 향후 추진하는 각종 도서관지원사업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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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이러한 정책기반 위에서 도서관 건립 및 콘텐츠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다양한 도서관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도서관진흥사업에 대한 연, ·
차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지원.
사업들이 개별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도서관이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

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를 보완·
발전시켜 의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곳을 차등화하여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말 근무 부족한 인력. ,
과 예산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민들의 정보욕구는 다양.
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서관의 정보제공서비스도 제때에 변화되,
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의 기본 콘텐츠.
인 도서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자료와 이용시설을 갖춤으로써 도서관이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지식정보의 저장고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이제 도서관은 과거의 공부방 먼지 쌓인 서고를 연상하던 우리들의 기억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나와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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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이 용 훈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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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paper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current crisis for librarians is
not their crisis as a specialist group but as a profession. This paper also
attempts to emphasize that all possible efforts should be made for expansion
of librarians areas of activities, securing social recognition of the profession
through courses of training and education, and heightening their present and
future values. Such efforts absolutely require individual librarians efforts as
professionals and their mindset as service providers. It is for the librarians
themselves to decide which way they should go to step up their expertise.
However, such a decision should be something that can maximize
library-users satisfaction. Only such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librarians,
identity of themselves and skills as professions will help them get out of the
current crisis.

1)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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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사서직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서의 위기가

아니라 직업군으로서의 위기라는 점을 밝히고 사서의 전문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사서의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활동무대를 확장하,
며 사서양성 교육 훈련의 개혁을 통해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여 도, ·
서관과 사서의 현실과 미래의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뛰어난.
전문성과 전문가로서의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서 개개인의 노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사서들이 이 시대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어쩔 수 없이 사서 자신의 몫이다 다만 어떠한 선택이라도 그 선.
택은 사서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서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와 도서관 고객

들에게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한 전.
문가의 정체성과 실력 의지만이 현 단계 사서와 사서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
이 될 것이다.

들어가는 글1.

요즘 들어 사서 정확하게는 사서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그 위,
상과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는 직접적으로 년 국가경제의. 1997
위기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기인한다 국가경제 위기는 순식간에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 공공영역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과 안정성에 큰 상처를 주었다 이, .
러한 위기국면이 사서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서자격.
소지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서직에 대한 회의와 비관론이

도서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서 일자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들의 위기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관종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큰 정체성 위기에 처해있고 이는 또한 도서관 현장 사서

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로 사서직이 전문직인.
가 하는 회의적 시각과 논설이 무차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과 사서자격 제도의 혁신 등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 사서들

의 정체성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회의와 논란만 무성하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사서 또는 사서직들의 합의와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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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사서나 사서직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사서의 전문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

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서의 위기인가 사서직의 위기인가2. ? ?

사서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 사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문' ' ?
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 ,
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사공 철 등 이다 직업정( , 1996 : 184) .
보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업설명에서는 사서를 정의하면서

광의의 뜻으로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문헌정보전문직

을 뜻하며 협의의 뜻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 〔 〕

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적고 있다.2) 대체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라는 구체적 일

터가 있고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제반 업무 가운데서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서와 사서직의 차이점을 면밀하게 이해해야 한

다 사서는 정보와 관련한 전문가이다 그에 비해 사서직은 전문가인 사서들이. .
일하는 일정한 형식의 직업을 말한다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교수처럼 전, ( , , )
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직업3)을 말한다 따라서 사서와 사서직은 공통.
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전혀 다른 문제와 상황에 처해 있,
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이러한 개념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사서와 사서직을 혼동하여 사서의 문제와 사서직의 문제가 마치 하

나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 사서가 전문가인가 하는 문제와 사서직이 전문직인가.
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서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2) 직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비전캐리어(http://www.vision-
이 제공하는 직업백과사전에 소개된 내용임career.com) .

3) 드림위즈 에서 제공하는 연세한국어사전 에서 검색한 내용(http://www.dreamwiz.com) 『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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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을 갖춘 사람으로 사서는 지식정보시대에 있어 지식과 정보 부문의 전문가로서,
의 새로운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존재가치나 가.
능성은 계속 확장되고 그 내용도 계속 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문가.
로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맞추어

자신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전문가로서 자.
신의 전문지식을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반면 사서직은.
사서라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적 능력을 하나의 직업으로 전문화하는 과정

에서 파생한 집단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관점을.
하나의 집단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제도화된 시장의 창출과 통제와 집단적인 직접적 사회적·
상승을 도모하는 계획 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M.S. Larson, 1987 : 272)
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직업활동을 전일제 직업으로 형성 그 특정 직업. ① ②

활동을 가르칠 공식교육체계의 설립 전문지식습득의 상징성 부여 직업활동의( .
독점과 자율을 규제할 권리 취득 지역이나 국가단위의 전문가협회의 형성) ③
외부집단과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이익대변기구의 역할 담당 면허부여 능( ) (④

력이나 윤리를 결여한 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부터 공중을 보호 기득권자.
들의 배타적 독점권 행사를 지원하는 장치로서 고소득 보장 윤리규정제정) ⑤
고객 동료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가 규정되고 직업활동에 관한 일반규율( , ,
이 제정되어 위반 시 자격박탈 등 제재 의 단계를 거쳐 전문직으로 자리잡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전문가는 전문직과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전문가와 전문직의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 .
러나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로 전문직과 고객 및 정부권위 또는 법규, ,
와의 관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직 활동내용의 변화가 초래되

는 탈전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판문(deprofessionalization) .
화의 발달이나 인터넷 등 지식정보망의 확산으로 인한 전문지식의 대중화 또는

탈신비화 이로 인한 전문지식에 대한 공중의 신뢰 감소 정부규제의 증대로 상, ,
대적으로 자율성 감소 등으로 인해 직업활동의 독점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전문직업의 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탈전문화는 전문가의 확산을 가.
져왔으며 이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전문가와 전문직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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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즉 전문직화가 심화되면서 일의 내용과 전문가 고객. - 4)의
관계의 중요성이 훼손되어 왔으나 이제는 대중들이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전문직

과 이익을 같이하는 배타적 전문가보다는 실제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직

접적으로 일의 내용에 집중하는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어 전문가

와 전문직의 밀착관계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균열로 인하여 전문가와.
전문직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상당부분 동일했던 과거와 달리 일정 부분

상충되거나 아예 대립하는 양상도 보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대체로 사서의 위기라기보다는 전문직업군으로서의 사

서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 즉 사.
서직은 기본적으로 사서들이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전문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이

를 통해 사서 집단의 사회적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외연이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사서직은 참여한 사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적 관점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도서관 위기는 대체로 이러한 직업집단으로서의 사서직의.
위기 즉 안정성 또는 배타성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사서의 위기와 사서직의 위기를 중첩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서가 사서직의 위기에도 불구하.
고 지식정보시대인 현재에 있어 그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최종적

으로 도서관5)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이

로 인해 사서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적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발전 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

서직의 위기가 사서의 위기로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사서들이 전. ,
문가로서의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확장하는 노

력보다는 일부 도서관의 정규직원으로서의 사서직이라고 하는 한정적 일자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혼란을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비,
관론과 회의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서나 사서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서직은. .
사서의 직업적 표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서는 지식과 정보와 관련한 전문가.
로서 그 업무 내에서도 다양한 전문화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군

4) 전문가와 이에 대응하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의사 환자- ,
변호사 의뢰인 교사 학생 사서 이용자 등과 같이 전문부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 , - , -
할 수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전문가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
고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지칭하고자 한다.

5)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개별 시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담는 개념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활발한 유통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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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정보검색사라든가 독서지도사 기록. ,
관리사 등의 직업군이 생성 발전되고 있으며 일부 사서들은 사서로서의 전문성· ,
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사 직업군에 편입되어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서에게 있어 그 어떤 유사직업군보다도 사서직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가장 최적의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한 사서직의 활동무대인 도서관 또한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더욱 그 중요성과 가

능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 활동을 통해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냄으로

써 궁극적으로 사서의 활동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부문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사회적 위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사서와 사서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인 사서의 전문성

과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사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방안이 될 것

이다 물론 실제로는 전문가 개인들이 전문직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사회.
적 책임과 관련 부문의 전문성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사서직이라고 하는 직업활

동을 통해 사서직과 사서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세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새롭고 분명한 직업윤리를 갖추지 못한 채 과거의 관행을 고집

하고 존경과 부를 동시에 계속 누리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에 노성태 무엇보다도 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 2000)
직을 구성하는 전문가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 위상 확립을 위한

제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서와 사서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서와 사

서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3.

전문가의 역할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사서의 경우에도 오랜 역사.
를 통해 부단히 변화 발전해 왔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사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 수.
행에 대한 책임성 부재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재하여,
사서직의 안정성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환, 1998 : 508)6) 이에 대해 한 현장사서는 한낱 전자세력에 밀려 사라지는"
도서관이나 사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워낙 기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던가 아



도서관 년 봄호Vol.57 No.1(2002 ) 23

니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성장 변화하는 것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박혜옥 고 말하고 있다"( , 1998 : 500) .
이러한 사서들의 자기노력의 부재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과 아직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한 사서 그리고 사서를 양성하는 일군의 교육훈련과정에 종사하는,
고급의 전문가들 사이에 전문가로서의 동질성 연대의식이나 상호 보완적 역할,
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 온 이유가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해 내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는 이미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어왔다 따라서 그것들을 종합하고 이를 사서 개.
개인의 노력과 제반 교육 훈련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사서들이 자신들을 전문직의 한계에 가두지 않는 일

이다 사서의 일반적 역할은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근거.
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보전 그리고 이의 실질적 이용을 촉진하고 고객들의,
구체적 요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서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그 주 대상.
과 방법이 달랐지만 근대 시민사회 이후 지식의 대중화와 공공성의 강화에 따,
라 사서들의 활동에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사서와 사서직의 필요성이 유지 강화되어 온 것이다· .
그러나 사서들이 전문직 논리에 집착하면서 정작 그 존재가치와는 상반된 지식

과 정보의 통제와 관리에 과도하게 매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고객들과의 긴장과 마찰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사서들은 과도하게 빈약한 전

문직의 전통과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과대포장된 정보 테크놀로지를 차용

여성사서모임 하였으며 자신들을 고객으로부터 격리시켜 왔다 그러( , 1998 : 76) , .
나 이제부터는 사서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당당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그.
동안 사서직이 보여준 관료성과 폐쇄성을 극복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서 자신과 고객.
모두의 만족과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 이제환 교수는 대학도서관 위기를 말하면서 이 위기는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들"
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소홀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정체성을 잃어가던 상태에서 환경의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김으로써 스스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환경이 역동.
적으로 변화할 때 그와 같은 변화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없

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주인된 자리를 스스로 내주고 종. , ‘
속된 위치에 만족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 ." .



24 사서의 전문성 강화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는 수입이나 인간관계 유형, ,
작업 조건보다는 자율성의 정도나 성취감 등의 내적인 요인 곧 전문직업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7)고 한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성공여부는 얼마만큼 전문.
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사서들이 궁극적으로는 직업의 현실적 범주와 직업의 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

다는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지식과 정보.
의 확보와 활용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 사회를 경제적 가치를 중심

으로 재편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와 빈부의 격차를 심

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사서들은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가치로 삼아온 사서들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불균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사회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와 지

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서는 이용자 고객 를 자신의 파트너이자 잠재. ( )
적 동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서는 전문가로서가 아니.
라 전재자 가 되어야 한다 남태우 구체적으로는 정보원과(generalist) ( , 1995 : 2).
이용자 사이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정보중개자 정보의 해석자(mediator),

자료의 이용방법을 지도하는 정보교육자 이들을 종합(interpreter), (educator),
분석 가공하는 지식 엔지니어 가 되어야 한다 심우섭, (knowledge engineer) ( ,
1999).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흐름에도 몇 가지 틈새는 있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사람과 조직은 개별화하고 분화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즉 대중적인, '
스타의 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사서는 이러한 대중적 스타' .
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틈새는 신자유주의가 항상 자본에게만 유리하지.
는 않다는 점이다 자본의 무한정한 자기축적은 결국 사람들에게 자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항의지를 가지게도 한다 소위 시민운동.

이 사회를 주도하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NGO)
다 사서들은 이런 가능성에 직면하여 누구에게 자기의 전문성을 제공할 것인가.
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는 신자유주의가 일반 대중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하지.
만 동시에 기회도 가져왔다 민족문화 해체 문화산업의 등장 등은 오히려 일반. ,
대중들이 힘과 권력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 모든 틈새.
를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안창출 대항논의 활성화 쟁점의 담론화같은 철, ,
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절한

7) 김기헌 홈페이지 직업과 경제 중 직업과 사회에 게재된 전문직' (Work & Economy)' ' ' <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 (http://was.pe.kr/theory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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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사서들은 이 시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전문영역 확대3.1
사서들은 전통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새로운 시대적 업무수행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제 사서들의 업무는 도서관 내적 업무와 외적 업.
무의 구분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전문적 영역의 대중화에도 나서야 한

다 전문지식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것은 전문성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성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제반 기술과 행정 재정적 과제도 복잡 다기해 지고 있기, ·
때문에 사서들의 전문성도 더욱 세분되어야 하며 전문성의 수준도 더욱 심화되

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전통적 업무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 동안 도서관 업무의 중심이었던 자료조직 분류나 편목 등. ( )
과 관련한 기술 즉 각종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과 관련한 나, MARC
메타데이터 관련 기술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 디지털문서식별자, CIP ,

등 날로 변화하는 관련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DOI) .
특히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기반기술에 대한 사서로서의 사회적 발언을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서라는 전문가의 존재.
를 부각시키고 사서직과 도서관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과

제도 운영 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사서들의.
집단적 노력과 도서관 현장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참여의 전제조건도

결국은 이와 관련한 사서의 전문성이 얼마만큼 담보되는가 일 수밖에 없다.
매체의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도 중요하다 사서는 기본적으로 매체전문.
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서들은 책에 관해서도 그렇게 두드러진 전.
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체를 다루는 일은 사서로서는 기본적인 전문영역이.
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매체비평을 포함한 전문적인 활동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존한 채 자신들은 도서관 안에서 단순한 직업인으로 만족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책은 물론이고 전자책 각종 데이터베이. ,
스나 온라인 정보매체에 이르기까지 사서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

어 이용을 전제로 적절한 평가수단과 기술 실천을 통해 매체의 내용과 매체와,
고객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체를 적절히 다룰 줄 앎으로써 다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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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 대한 대중적 관.
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서의 활동은 사서의 전문성을 널리 대

중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운영에 참여한 사서라면 전문적인 경영과 행정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

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조직이고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동안 도서관은.
비영리조직이면서도 공공조직으로서 대체로 그 경영기술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

며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부족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 .
어 도서관은 전문가인 사서가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조직경영 능력의 부족이라는 일각의 비판

적 시각을 즉각 해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경영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조직경영 차원에서 도서관을 경영한다면 사서가 경영전문가와 우월적

인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제 도서관을 전면적인.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시킨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특히 공공의 도서관들은.
더욱더 도서관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업무의 명확한 규명 성과,
지표의 개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과 인력문제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도서관기금 조성 자원봉사조직 개발과 운영기법 등은(Library Fundraising),
물론 도서관 마케팅 도서관건축이나 리모델링 디자인 등 도서관과 관련한 다양, ,
한 경영상 과제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도서관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예정된 사서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서야말로 도.
서관 경영에 있어 핵심요소라는 점을 행정가나 고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도서

관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사서가 더욱 개발해야 하는 전문성은 서비스 기술이다 우선은 도서관.
현장을 찾는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각자의 개별성에 맞는

서비스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도서관 고객을.
이용자로 불러왔다 이는 사서와 고객간의 관계를 주 객의 관계로 만들어 서로. -
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제 사서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단순히 이용.
자 소비자 사용자 가 아닌 적극적이고 상호적 관계인 고객(user/ , ) (client, customer
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서는 구체적 상황과 필요를 확인하여 가장 적) .
합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사서나 도서관이 속.
한 행정기관의 행정관료 지방의회 지역의 유력인사 등 도서관의 향배에 영향을, ,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요즘 일반 기업은 물론 비영리기관까지도 고객만족을 서비스의 핵심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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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객을 단순한 객체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중요한 사업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전문가들은 더욱더 이러한

관계 전환이 시급하다 고객을 자신의 전문성 향상의 촉진요소이자 최종소비자.
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지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성

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좋은 관계설정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포함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능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는. Patricia B. Seybold The『

이란 책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고객들이 자신들이 원하Customer Revolution』
는 제품 및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이에 맞추어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비즈니스 혁명 냅스터 현상 이( , Napster Phenomenon)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회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장 귀중한 자산 즉 고,
객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 '
객은 통제할 수 있다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고객의 거래 경험이 중요하', ' ', '
다는 가지 원리와 최상의 고객 경험을 창조해 내기 위하여 뛰어난 브랜드의' 3 '
인지도를 창출해 낸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
고객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 ', ' ', '

업무능력을 개선시킨다 고객의 시간을 귀히 여긴다 고객의 가치 증가를 가', ' ', '
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시킨다 등 가지의 방안을 제시', ' ' 8
하고 있다.8) 앞으로는 사서에게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는 제반 기술 향상이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식정보시대이자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영역도 많이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식의.
복사와 전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서.
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 자처할 수 있는 사서는 많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사서들의 참여가 요구

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적자유 와 관련한 문제들도 계속 늘. (intellectual freedom)
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등급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
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응은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
실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서와 도서관의 핵심내용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 연구나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로 발전· .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

8) 자세한 것은 인터넷삼성생명http://www.samsunglife.com/bookdigest/summary/20011201(
서평 사이트 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28 사서의 전문성 강화

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적자유를 지지해 온 사서들은 새롭게 분발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의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보 지식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빈부격차 확대 정보복지 다양한· , ,
사회적 의제에의 적절한 기여와 참여 등 지식정보시대에서 사서들의 역할이 필

요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래 사서직은 역사 기록자 학자 출판자 문. , , ,
헌관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수천년이 지난 지금은 문헌관리자

로서의 역할만 남아 있다 박준식 이제 사서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영( , 1993 : 13).
역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련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자신

의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사서는 자신이 도서.
관에 속해 있든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 속해 있든 아니면 개인사업자, (Free
Agent)9)로 존재하든 누구나 우리 사회의 도서관현상과 관련한 업무나 기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에.
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관점보다 우선하여 지식정보부문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다운 노력이 결국 사서의 전문성.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사서직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사서의 활동무대 확장3.2
사서의 새로운 역할모색과 전문영역 확장은 실제적으로 활동 무대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사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중심.
무대로 삼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도 변모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서에.

9) 이에 대해서는 Pink, Daniel H. Free Agent Nation: The Future of Working for『

석기용 역 프리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서울 에코리브르Yourself , , , : , 2001.』 『 』

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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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활동 무대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주 활동무대인 도서관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
선 도서관 개혁을 통해 사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핵심적 무대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들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
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동이 활

발해 지고 있는 등 도서관 개혁 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아직 사서들의 참여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10) 이러한 현실에 대해 사서들이 전문직주의에 빠져 사서직 또는

도서관운동의 수혜자가 사서 직 이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고 심각한 타자지향( ) ,
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 이혜연 을 경청해야 한다 사실 도서( , 2001 : 53-54) .
관은 사서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서.
들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선두에 서서 도서관이 진

정한 지식정보의 보고이고 시민의 대학이며 사상의 광장이며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도서관은 년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 기관이다 인류가 의사소통을4000 .
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를 지원하고 여기서 파생된 정보와 지식을 수집 정리 보, ,
존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지원해 온 중요한 기관이었다 특히 세기 인권혁명. 18
이후 주로 왕권과 종교에만 제한적으로 봉사해 오던 도서관은 드디어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한 봉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를 기반으로 지식.
의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도서관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민.
주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도서관은 이를 지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한 지역과 국가 를 넘어 전세계적인 도서관정(NII)
보망 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전 인류의 지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GII)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록 도서관을 둘러싼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
하고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두 가지 역할 즉 어떤 형태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모든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선택 수집 조직 접근허용 그리고 보전하, , , ,
고 이러한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파악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은 수 천년 도서관 역사를 통하여 계속 확장 강화되었다 비록 시대의 변화, .

10) 한 예로 년 광진구립정보도서관이 민간위탁되어 개관하면서 관장 등 핵심보직에 사2001
서가 아닌 인사를 임명하자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광진정보도서관부적격인'
선 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격인사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서' .
울시에 감사청구를 하여 도서관장의 전문가 임용조치 요구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
나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도서관계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서와

도서관계가 도서관 문제에 있어 보수성 내지는 비주체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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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식과 정보를 담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활동양식이 다소 달라지기

는 해도 그 기본적인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러한 도서관의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역할은 계속 고수되어야 한다.
사서는 이와 같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핵심 활동무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도서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의 도서관은 물.
리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를 가진 채 도서관 중심의 관리 운영이 그 특성이었다,
면 새로운 도서관 패러다임은 기술발달로 인하여 도서관의 물리적 지역적 한계,
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기술의 대중화로 인하여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
스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그 시대의 주.
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 도서관들은.
현대사회와 다가오는 세기의 주요한 원칙과 문제들에 집중하여 도서관의 전통21
적 역할을 계속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더욱더 개인, .
과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지

식과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사

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도서

관을 시장경제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계속적으로 기술과 정보화로 사회를 통

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고어먼의 신도서관학 법. 5
칙11) 등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구체적 원칙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서관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역시.
도서관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닌 전문가인 사서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분

발 시대와의 불화까지도 감내하는 헌신적 노력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1) 고어먼은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 운영원칙으로 랑가나단의 법칙을 개선하여 신도서관학5
법칙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제 법칙 도서관은 인류에게 봉사한다5 . 1 (Libraries service

제 법칙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고려하라humanity), 2 (Respect all forms
제 법칙 봉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3

적절하게 활용하라 제 법칙 지식에 대(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4
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제 법칙 과거를 존중(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5
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라 이다(Honor the past and create the future) . Michael Gorman,
"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 American Libraries, Vol.26, No.8(Sept. 1995),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서울 경인문화사 에서 재pp.784-785. , , : , 1996, pp.532-533『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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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관은 지역이나 그 사회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면 지

역의 일을 소소한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사랑방 역할을 해야한다 그 지역이나.
사회의 문제들을 파악해서 이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서 적

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요즘은 시민세력.
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그를 통해 생

산되는 정보가 고객들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들 시민.
세력과 유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도서관 내에 이.
런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자료실 가칭 을 만들어 국, NGO ( )
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료와 그들이 생산해 내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 사회 그리고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직접 그들 단체들의 자료관리 정보화 등을 직접 지. ,
원하는 것도 사서가 활동무대를 넓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도서관 변혁은 도서관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라면 일차적으로 독서실 공간을 자료열람실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
고 모든 도서관 공간을 고객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전통적 기능과의 조.
화도 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지혜. '
의 등대와 같이 도서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도서관'
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서의 활동영역을 좀 더 공격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사서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전통적 공간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나마 새.
로운 도서관 공간의 확장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가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문고를 도서관 영역으로 인.
정하고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일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 해,
소를 위한 제반 과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참여 기업이나 민, ,
간단체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도입 촉구와 지원 자발적인 개인사업 추진 도서관, ,
과 관련된 제반 영역 즉 건축 디자인 출판 온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각종 연구기능 활성화 등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다면 사서의 가치

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확장은 비영리 뿐 아니라 영리.
기업 활동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 ) . - -
상호협력을 통한 윈 윈 전략이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서들도 도서관 서비- .
스를 산업화하는 것에도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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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양성 교육 훈련의 개혁3.3 ·
사서는 늘 성장 발전해야 하는 전문가이다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가 전문가가· . ?
되는 길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 훈련과정을 거치거나 일정한 선발과정을 통·
과하는 등의 공식적 과정과 자기 스스로 일정한 관심과 훈련 자기연마 등을 통,
하는 비공식적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과정을 거치든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점은 같다 요즘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각종 시험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로 입문한다 사서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이수하는 것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경우 사서자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년대 이후 교육과정을 개. 1980
설한 대학의 증가로 사서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도서관 등에의 취

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사서자격 취득과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불만이 사서와 사서직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서자격시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

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문가로서의 사서로서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 훈련과정이 부족하다거나 자격시험을 통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제개발과 실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관료화 내지는 비전문성의 지,
나친 노정 이의 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사서에 대,
한 사회적 몰이해 내지는 부정적 견해의 반영이다 따라서 사서양성을 위한 각.
종 개혁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
로 몇 가지 사서양성 교육 훈련의 개혁과제를 생각해 본다· .
기본적으로는 대학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화 의 분석에 의하면 우. (2001)
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과정이 교육의 목표 목적, ,
세부사항이 대동소이하며 커리큘럼상 정보학 교과과정이 증가하고 기록관리학,
내용도 생겨나고 있으나 도서관의 사상 철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매우 낮았다, .
또한 교수구성에 있어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가 많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 박사생들의 연구활동이 좀 더 활발해야 할 것이며 취업현. · ,
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첫째 교육목적과 목표 세부사항에 있어 도서관의 이념항목이 추가되어야 하,
며 둘째 교육과정은 교과과정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
특성화할 수 있는 전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년제 대학은 학부제로 인해, 4
직업교육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현장과 밀접한 교과과정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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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셋째 학과의 교수진이나 현장에 있어서 같은 학교 출신 중심의 학연,
관계 형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즉각적인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이념과 철학 핵심적 도서관인 공. ,
공도서관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편향된 교과과정은 지양하고 사서와 도서관에 관한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적 바탕을 다지고 향후 사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주변학문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도서관 현장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도서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규의 교육과정이 짜임새있고 깊이있게 진행된다면 굳이.
과정 이수 후 주어지는 자격증에 대한 자괴적 감정이나 비판은 불필요할 것이

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시대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통.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

회 전반의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로서의 사서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능력있는 예비 직업인을 구한다.
는 명목과 함께 새로운 가입자를 통제함으로써 특정한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유

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험제도 정우현 등 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 1998 : 63)
생각된다.12) 교육과정 이수는 전문가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후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서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현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교육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동의 부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서자격제도를 통해 자격의 등급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재교육 의욕을 고취하여 사서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의도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 .
로는 사서자격의 등급이 현장 도서관 조직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12) 또한 사서의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의 변경을 우.
선하는 것으로 사서에 대한 내외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학과의 명칭변경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내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변경

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긴 시간 나름대로 형성되어 온 긍정적.
이미지조차 상실하여 자칫 뿌리조차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명칭변경 논의에 앞.
서 기존의 사서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송정숙 은 문헌정보학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결국 학명개정 의도와 무. (1999)
관하게 도서관이 문헌정보학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서' ' .
명칭 변경도 내적 준비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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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이다 최소한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자격의 등급에 따라 상 하위 자격. ·
등급의 역전현상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의 용인이나 방치가 결.
국은 사서의 전문성의 부재를 반증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격등급에 따른 업무의 구분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실제 사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으므로 시급히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구체적 업무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인 훈련과 경험축적을 통해 더욱더.
전문성을 강화해 감으로써 사회적으로 사서직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교육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
사서의 재교육은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 현직 공무원 사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
지 여건상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많은 대상 사서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관련 기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전체 사서에게 열린 재교육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
로는 사서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

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사서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많았기.
에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서 개개인의 자기개발 노력이다 비록 도서.
관에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가라면 꾸준히 자기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문가의 기본적 자세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학습을 지.
속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의 전문성 강화노력을 외부에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글쓰기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서들은 대체로 글. .
쓰기를 소홀히 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만 대부분이 학계에서 생산된 것이며 실제 도서관 현장의 사서가 발표하는 경,
우는 사서의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내부지향적 자세를.
벗어나는 것이 재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서가 전문가이기 위해서는 자신.
의 전문성을 적극 드러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전문영역과 도.
서관 관종별로 사서들이 참여하는 전문연구지를 발간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러.
한 지면의 확보를 통해 사서들의 재교육 욕구를 이끌어내고 실제 자기학습을 지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들이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결과들을 사회를 향해 발표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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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나오는 글4.

사서가 전문가인가 사서직이 전문직인가 하는 문제는 실상 사서 자신이 어떻

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은 사서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대중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도 사실상 사.
서 개개인의 실천이 없다면 그 또한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 십 년.
동안 사서들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서나 도

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
다도 사서들 자신의 반성과 획기적인 변화의지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전문가로.
서 사서의 정체성 문제를 남의 문제로 치부해 온 것은 아닐까 자신들의 전문영,
역을 스스로 축소한 채 좁은 직업의 세계에 집착하여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

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느 직업에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의 시점이 있다. , .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위기로 인식할 것인가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있을 뿐이다 이미 사서나 사서직 또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숱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식정보시대가 심화되고 있어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역할이 더

욱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왜 우리는 다시금 사서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 과연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 사서인. ?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비극은 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

미국 흑인의 비극은 그들을 해방시킨 링컨이 흑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연유된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이다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국토는 나누어졌다 일제의 경찰이 미군정 경찰로 옷. .
을 바꾸어 입고 친일파는 반공주의자가 되어 득세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힘, .
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 역시 비극적이다 하수인이 된다는 것은 몸은 몸대로.
고되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증오하게 되고 이를 견디기 위.
해 세속화한다 그이 내면 어디에도 스스로를 위한 쉴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
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탐닉한다 친몽고파든 친일파든 친미파든 외부에서 힘을.
빌려오는 경우는 늘 외부에 종속된다 그런 경우는 자기일 수 없다 외부의 힘에. .
따르고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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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응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상황을 만. .
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함으로써 스스로 그 주인이 되는 것이다. .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자기로서 살 수 있.
다는 것이다 구본형." ( , 2000 : 264-265)
물론 사서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어떤 유형의 도서관에서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도서관 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부각시켜야

한다.13) 이를 통해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가능하며 사서의 활동영

역 또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두의 노력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충실한 기본실력과 함께 지식정보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서들이 즉각 뒤를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 구의 유기적 연결은 전문가로서의 개별적 활. ·
동과 사서직으로 표현되는 직업군으로서의 활동 모두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어느 시대이든 사서들은 도서관이 그 사회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그. .
리고 사서들이 그 도서관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도서관이 죽어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서들이 죽어있다는 뜻일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지 말. ,
라고 해도 하겠다고 나서서 도서관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서의 몫이고 책임이다 사서 자신이 뜨겁게 살아있지 못하고서야 어찌.
이 사회와 고객들에게 도서관과 사서직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

는가 이제 조고각하 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 ) ' (照顧脚下 必死卽

는 자세로 현 시점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자세가 절)'生 必生卽死

실하다 뛰어난 전문성과 전문가로서의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서 개개인.
의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 사서들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어쩔 수 없이 사서 자신의 몫이다 다만 선택에 있어 사서.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서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와 도서관 고객들에게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한 전문가의 정.
체성과 실력 의지만이 현 단계 사서와 사서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
다.

13) 김정근 은 사서직운동에 있어서 오늘의 현장사서진이 도서관 운동의 문제의식과(1993)
출발점인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운동의 성패에 중요한 열쇠를 쥘

수 밖에 없으며 현장사서들의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사서직운동. -
현장사서 자질개발이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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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lan, which seeks revisions to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 five-day workweek will gradually be applied to all
sectors by 2010. If new labor system is introduced to all sectors, the shorter
workweek will bring about drastic changes in business, education, culture,
tourism and ot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forecast
impact of a five-day workweek on the public libraries and suggest the
desirable strategies or improvements to copy with a new phase of the
situation. In this study, the seven counterplans are proposed as follows : a
macroscopic thinking and insight, alleviating overwork, a substantial job
1)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도서관협력방안 연구 세미나 에서 발(2001. 12. 10)
표한 자료를 가필한 것임.

2)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biho.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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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mprovement of library system planning, the closer connectivity of
library goals and core competences, enhancement of service functions, and
social inclusion and reduction of digital divide via internet services.

키워드 주 일 근무제 공공도서관* : 5 (five-day workweek), (public library),
도서관운영(library administration)

서 론1.

국민의 정부의 최대 노동정책으로 간주되는 주 일 근무제가 최근에 초미의' 5 '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국민경제 및 사회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마다 주 일 근무제. ' 5 '
라는 판도라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노동자와 사용자' ' , ,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양태로 다가설 것인지를 재단하느라 분주하다.
주지하다시피 주 일 근무제는 정부가 노동계 양대 노총 의 입장을 추수하여' 5 ' ( )
노동 실업 복지의 정책적 과제로 상정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 · .
이해집단 내지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시행시기 적용대상 휴가제도 임금문제, , ,
등에서의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외.
여러 정황이나 일부의 기업체 대다수 사립대학 행정기관 민원부서는 제외 이, , ( )
최소한 격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 '
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에게는 주 일 근무제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특히 지역사5 ' ' .
회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은 발등의 불씨로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 ' .
는 모든 직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공공도서관은 현재의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다른 직종이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 지역주민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나 자료이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면 어떤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나 자치단체는 인력충,
원이나 초과수당의 예산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서관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강요할 것인가 이들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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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주 일 근무제를 개관하고 그 파장을 추론하여 대처방안을5 ,
모색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를 수집 보존. ·
하는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년대 후반부터 천. 1990
박한 행정행위와 경제논리의 무분별한 대입으로 그 정체성이 훼손되고 위상이

급락하고 있다 만약 주 일 근무제마저 공공도서관 및 자료이용의 악재로 작용. 5
한다면 가사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위상회복의 촉진제일지 사멸의. ,
치사제로 둔갑할지는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 일 근무제의 쟁점분석과 기대효과2. 5

주 일 근무제의 도입배경2.1 5
작금의 사회전반에서 회자되는 주 일 근무제는 문자 그대로 주당 일을 근' 5 ' 5
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대개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토요 휴무제라고도 한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의 주당 시간' ' . 44
에서 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근로 근무 시간 단축제라고 할 수도 있다40 ' ( ) ' .
이 제도를 처음 채택한 회사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이다 왜 포드는 일반적으로.
절대 다수의 기업체가 반대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제를 도입하였을까 그 배경은.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자금과 여유시간이 충분해야 매출이 증가한다는 단순한 이

유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에 주 일 근무제는 미국 전역과 각국으로 확산되기 시. 5
작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 논의된 도입배경을 한국노동연구원. 3)의 자료를 중심
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①

관심과 정책이 이동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단축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경제적

현상이다.

국가적 경제위기 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그 대안의 하나로(IMF) ,②

등장한 워크쉐어링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불가(work sharing)
피하다.

3) 김승택 등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 ,『 』

2001),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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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들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후발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③

장시간 일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을 집약한 표. OECD 1 <
1>4)을 보면 국내의 근로자들이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국가의 인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1> OECD 1

연도

국가
1979 1990 2000

호 주 1,904 1,869 1,860
캐나다 1,832 1,788 1,801
핀란드 1,837 1,728 1,691
프랑스 1,806 1,657 1,604**
독일 서독( ) 1,696 1,548 1,462
이탈리아 1,722 1,674 1,885
일 본 2,126 2,031 1,842**
한 국 2,734* 2,514 2,474
노르웨이 1,514 1,432 1,376
스페인 2,002 1,824 1,812
스웨덴 1,516 1,546 1,624
영 국 1,815 1,767 1,708
미 국 1,845 1,819 1,877
평 균 1,873 1,784 1,770
(* 년1983 , ** 년 데이터임1998 )

국내의 근로시간을 국가와 비교할 때 토요일 근무가 존재하고 휴가OECD ,④

소진일수가 겨우 에 달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초과 근무하는 등 장시간 근40% ,
로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 2>5)에 요약한 각국

의 법정 근로시간 연간 휴일 휴가일수와 표 의 업 직 종별 근로 및 초과시간· · < 3> ( )
이 반증한다.

4) OECD, OECD Employment Outlook(Paris : OECD, 2001), p. 225.
5) 데이터북 노동부 근로시, ( : , 1999) ; ,日本勞動硏究機關 國際勞動比較 東京 同機關『 』 『

간 휴일 휴가제도 실태조사 서울 노동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자료, · ( :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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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일수 비교< 2> · ·

국 가
주 당

근로시간

연간 휴일 휴가일수·
주휴일 공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계

미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대 만

싱가폴

40
39
48
40
44
42
44

104
104
104
104

52(104)
78
52

10
11
9 12∼

15
16
22
11

-
-
-
-
12
-
-

주4
30
24

10 20∼

10 20∼

7 30∼

7 14∼

101 111∼

145
137 140∼

129 139∼

90 100(142 152)∼ ∼

107 130∼

70 77∼

표 업 직 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년 기준< 3> ( ) (2000 )

업 직 종( ) 근로시간 초과시간

전산업 47.5 3.5
광 업 44.6 0.6
제조업 49.3 5.3
전기 가스 수도사업· · 48.2 4.2
건설업 44.4 0.4
도소매 음식 숙박업· · 45.0 1.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9.5 5.5
금융 부동산업 등· 45.4 1.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5.4 1.4
사서직 공공도서관( ) 54.8 10.8

평균 사서직 제외( ) 46.6 2.44

국내의 경우 선진국처럼 산업화와 소득증가가 병행되어 실근로시간이 자,⑤

연스럽게 감소하면 근로시간을 제도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과 마찬,
가지로 근로의 양 근로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습성이 있고 저임금과 저가격을' = ' ,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생각하는 구태가 여전하며 인적 구조조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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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⑥

까지의 가격경쟁력을 지양하고 지식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수,
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그 요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선진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근로시간의 관리를 포함한 인적 자원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기업혁신의 핵심과제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⑦

선 신기술의 개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있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선순환의, ,
구조조정 및 기업개혁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 일 근무제의 쟁점분석2.2 5
년대까지는 대다수 국가에서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를 근무여건의 개선이나1970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창출 및 유지의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이 고용창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오래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왔으나 국가적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추진과정, .
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노동계 이후 경제호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 IMF
의 비등에 편승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

� 노사정위원회 년 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1998 2 ) : .
� 노사정위원회 년 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여 연내에 입(2000 5 ) : [ ]
법을 추진하기로 합의.

� 노사정위원회 년 월 일 특위의 기본합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2000 10 23 ) : (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를 채택) .

� 대통령 년 월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지시함으로써 급진전(2001 7 ) : .
� 년 월말 현재 세부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답보상태에 있음2001 12 : .

이처럼 주 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본합의와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5
고 정부가 설정한 일정 단계 년 월 일부터 공공 금융 보험 명 이(1 : 2002 7 1 · · ·1,000
상의 사업장 단계 년 월 일부터 인 이상 사업장 단계 년, 2 : 2003 7 1 300 , 3 : 2005 1
월 일부터 교육부문과 인 이상 사업장 단계 년 월 일부터 영세업체1 50 , 4 : 2007 1 1
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주) . '
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원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의 입장차이를 좁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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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의 세부사항별 쟁점을 비교하면 표 와. < 4>
같다.

표 주 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의 쟁점분석< 4> 5

구분

쟁점
현 행 노동계 경영계 정 부

시행

시기 - 첫 시행·2002. 3
전면시행 조정· :

처음시행·2003. 1
전면시행·2010

처음시행·2002. 3
년 전면시행·2007

방법 -
일반직 공무원·
금융권 은행보험· ( , )
근로자 인· 300
이상 기업체부터

일반직 공무원·
근로자 인· 1,000
이상 기업체부터

일반적 공무원·
금융권 은행보험· ( , )
근로자 인· 1,000
이상 기업체부터

휴가

제도

연월차

휴가

월차휴가 일· : 1
연차휴가· :
년 개근시 일1 10
일 년+1 /1

연월차휴가 통합·
연차휴가· :
최소 일 일22 +1 /
근속 년 무제한1 ,

연월차휴가 통합·
연차휴가· :
상한선 일20

연월차휴가 통합·
연차휴가· :
상한선 일22
미사용휴가의 보·
상 제외

생리휴가 월 일 유급1 현행유지 무급화 무급화

주당

유급휴가
일 이상 부여1 무급화하되

기존임금 보전

무급화하되

기존임금 보전

무급화하되

기존임금 보전

연장

근로

주당 한도 시간12 시간10 시간15 현행유지

임금

할증률

통상임금에 50%
가산

현행유지 하향조정 현행유지

근로시간

단축시의 임금

생활수준 저하방지

노사정 합의( )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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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임금보전과 시행시기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

다 전자는 노동계가 임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재계는 임금. ,
의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즉각적 시행과 정부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단계적 점진적 시행의 문제이다 또한 휴가일수의 조정문· .
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 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5
이 현재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휴가일수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장근로의 주당 한도시간 생리휴가의 유급화. ,
를 들 수 있다.

주 일 근무제의 기대효과2.3 5
비록 주 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간의 쟁점사항이 적지 않지만 도입해야 한다5
는 원론에는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대효과를 예단해 볼 필요

가 있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명을 대상으로 주 일 근무제. 1,596 5
의 찬반과 그 이유를 인터넷으로 조사한 표< 5>6)를 보면 약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주 일 근무. 5
제가 도입되면 당사자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 엄청난 변,
화를 초래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의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표 과 같이, < 6>
적시하고 있다.7)

표 한국패널리서치의 주 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 5 (%)

구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주 일 근무제에 대한5

찬반이유
특 징

남자 여자 대20 대40 자영업 사무직

찬성 88.8 85.4 90.4 80.1 92.2 81.3
삶의 질 향상· (65.6)
노동시간의 과다· (19.8)
고용창출의 효과· (13.9) 대 삶의20 :

질 강조

대40 :
고용창출

중시반대 11.2 14.6 9.6 19.9 7.8 18.7

선진국과의 비교는 무리·
 (32.7)
경제하락 시기상조· , (28.8)
개별기업의 선택적 문제·
(23.9)
기업에 부담을 줌· (12.2)

6)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35c08.htm
7) 김승택 등 전게서, , pp.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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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노동연구원이 예측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6>

영 역 기대효과

경제 노동·
시장

고용구조 경제인구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 , ,
고용창출 근로시간의 단축 주당 시간 초과시간의 불변 주당· : ( 1.9 ), (

시간 증가 고용효과 증가 만개 일자리 생성0.04 ), (5.2% -68 )
임금 실질임금 상승 임금상승률· : (10.0%), (2 3%)∼

경제성장력 잠재성장률 향상· :

기 업

근로관리 효율성 제고노력 노무관리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 , ,
도입

노사관계 갈등유발의 가능성· :
인적자원 관리 성과주의형 보상제도의 강화 비정규직 채용의 증· : ,
가

국민생활

근로의 변화 근로의 강도 및 집중화 강화· :
여가생활의 다양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
인적 자원의 개발에 주력·
지역사회에의 참여 자원봉사자 증가· :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이상에서 언급한 기대효과는 직접적 효과 파생적 효과 기타 효과로 구분할, ,
수 있다 먼저 직접적 효과로는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정규적 또는 파.
트타임 특히 여성 의 고용확대와 실질임금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간( ) .
접적 기대효과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
의 활성화로 내수기반이 확대된다 기타 효과로는 노사양측이 축소된 근로시간.
을 보전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초래하며 근로시간이라는 양적 잣대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소위 성과주의가, , ' '
정착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개인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차원의 문화.
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하면 그림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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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이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3.
근로시간 단축과 생활풍조의 변화3.1

과연 근로시간의 단축은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풍조를 변화시킬 것

인가 그렇다면 어떤 변화의 양태를 예상할 수 있는가 이를 예단하는 과정이 선. .
행되어야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에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정리하면 표· <
과 같이 개인유지 교체 및 여가활동 일 가정관리 이동 학습 등의 순으로7> , , , , ,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8)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교제
및 여가활동의 배분시간은 표 과 같이 대중매체의 이용 교제활동 취미 및* 8* , ,
기타 여가활동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의 순으로 높, , ,
게 나타나고 있다.9) 그리고 생활시간의 배분비율 중에서 자유시간의 분포를 남

녀로 구분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그림 과 같다[ 2 3] .∼ 10) 국내의 시간분포가
미국이나 일본과 상당히 다른 점은 레저활동의 시간배정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다 그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8) 김승권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 회 통계의, " ," 7『

날 기념 세미나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 1999 (2001. 9)』

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생활시간량 대전 통계청, 1999 : ( : , 2000)統計廳 『 』

10) 이기영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제 회 통계의 날 기념 세미나 생활시, " ," 7 : 1999『

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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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7> ( : , , %)

구 분
요 일 

평 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유지 10:10(42.4) 10:16(42.8) 11:02(46.0) 10:21(43.2)
일 3:58(16.5) 3:34(14.9) 2:17( 9.5) 3:34(14.8)
학습 1:44( 7.2) 1:06( 4.6) 0:29( 2.0) 1:22( 5.7)
가정관리 1:32( 6.4) 1:39( 6.9) 1:44( 7.2) 1:36( 6.7)
가족 보살피기 0:25( 1.7) 0:25( 1.7) 0:24( 1.6) 0:25( 1.7)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3) 0:03( 0.2) 0:03( 0.2) 0:03( 0.2)
교제 및 여가활동 4:26(18.5) 5:11(21.6) 6:23(26.6) 4:57(20.7)
이동 1:31( 6.3) 1:37( 6.7) 1:30( 6.3) 1:32( 6.4)
기타 0:09( 0.6) 0:09( 0.6) 0:09( 0.6) 0:09( 0.6)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표 한국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8> ( : , , %)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요일

평 균평일 토요일 일요일

교제활동 0:50(18.8) 0:58( 18.6) 1:07(17.5) 0:55(18.5)
대중매체 이용 2:11(49.2) 2:36( 50.2) 3:14(50.6) 2:27(49.6)

시청- TV 1:54 2:18 2:55 2:10
일반인의 학습 0:09( 3.4) 0:07( 2.3) 0:06(1.5) 0:08( 2.7)
종교활동 0:07( 2.6) 0:08( 2.6) 0:24( 6.3) 0:11( 3.7)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4) 0:03( 1.0) 0:03( 0.8) 0:02( 0.3)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6( 6.0) 0:20( 6.0) 0:23( 6.0) 0:19( 6.4)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9(18.4) 0:56(18.0) 1:02(16.2) 0:53(17.8)
교제 및 여가관련 물품구입 0:02( 0.8) 0:03( 1.0) 0:03( 0.8) 0:02( 0.7)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4) 0:01( 0.3) 0:01( 0.3) 0:01( 0.3)

계 4:26(100.0) 5:11(100.0) 6:23(100.0) 4: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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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국 남성의 자유시간 분포 요일 평균[ 2] 4 ( )

그림 개국 여성의 자유시간 분포 요일 평균[ 3] 4 ( )

그렇다면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여유시간이 증가하면 근로 및 여가생활의

풍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체로 주 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생. 5
산성 저하를 막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는 시간단축으로 확보된 여유나 에너지를 업무수행에 집중하는 집중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각종 여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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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생활풍조를 집약하면 표 와 같< 9>
다.11) 근로의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유연화 현상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계약직, ( ,
임시직 등 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성과주의에 기저한 연봉제의 확산 여) . ,
성의 사회참여 증가 다중직업인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여가생활의 경우 금, . ,
전소비형 여가보다 시간소비형 여가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환언하면 종래처럼.
주말을 소일하거나 즉흥적으로 즐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여가풍조가 증

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중심의 여가확산 여가의 문화화 학습화 현상 아날로그. , · ,
형 및 디지털형 여가의 병행 참여형 체험형 여가의 증대 등이 예상된다, · .

표 근무시간의 단축에 따른 신경향과 구체적 정황< 9>

신경향 예측가능한 구체적 생활풍조의 정황

근

로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노동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도 인건비 부· :
담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근로자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높은 보수와 근무조건의 자율성이 수반· :
되는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임( , )

근무조건의

유연화

고정 작업시간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자율복장제 변동근무시간제· , ,
재택근무 등의 보편화

연봉제

확산

핵심관리자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축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적게 받는 연봉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성과주의 문화 개인별 평가주의 경향으로 연봉제 확산의 가속화· ,

다중직업인

의 등장

계약직 고용의 확산으로 한 근로자가 여러 직업에 종사하거나 정규직으·
로 근무하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추가직업을 갖는 다중직업인의 증가

분야는 의 증가·IT e-Lancer(electronic + freelancer)
다중직업인의 증가와 근무의 시간적 공간적 성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
일과 여가의 융합 일의 놀이적 성격의 강조 등과 같은 현상의 발생  ,

11) 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과 뉴 트렌드LG , " ," (http://myhome.hananet.net/~park2174
/iss/iss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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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예측가능한 구체적 생활풍조의 정황

여

가

여가형태의

전환

금전소비형에서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는 시간소비형 여가로 전환·
주말시간을 중시한 계획적인 여가풍조의 확산·

가족중심의

여가 확산

주중 조기 귀가와 가족중심의 생활풍조 형성· :
주말 가족동반으로 종합리조트 오토캠프 주말농원 등을 찾거나 부· : , ,
모와 자녀가 함께 스포츠 클럽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사례의

증가

여가의

문화화 학·
습화 현상

고품격 지적 여가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문화향수적 여가수요의 증가· ( )
문화생활의 방식이 영화중심에서 콘서트 클래식 연극 재즈 뮤지컬· , , , , ,
발레 국악 등으로 다양화,

인터넷이나 직장단위의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서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
로 영위되던 다양한 문화적 여가가 일상 보편화·

학습 연구형 여가 오지탐방 유적지 탐사 이색문화 체험 및 연구 별자· · ( , , ,
리 탐사 조류 생태계 연구 전통문화 탐구 등 의 증가, , )

여가의

디지털 탈·
디지털화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신종 서비스 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가상· , ,
공간을 활용한 교류 등의 활성화

디지털화의 역기능인 테크노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회귀형 여가 정신· ,
적 안식과 향수를 자극하는 여가추구의 경향

참여형

체험형

여가의

증대

시각적 수동적 여가로부터 참여 체험형 능동적 여가패턴으로 변화· , ·
스포츠의 경우 시청보다 현장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활성· , TV
화

예술문화도 관람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제작하고 경험하는 아마추어·
동호회 수준으로 발전

새로운 생활풍조와 공공도서관의 영향3.2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일상주기와 행동패턴,
등이 변하면 공공도서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를 분명하게 논급하기.
란 어렵다 그것은 근무시간의 단축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며 게다가 상술한 새. ,
로운 생활풍조는 일단의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
이나 전문가 집단이 예측하고 있는 변화의 단초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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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 일 근무제가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10> 5

구 분
응답빈도의 순위

1 2 3
자료이용의 증가 19 7 1
자료이용의 감소 6 1
열람실이용의 증가 9 19
변화가 없다. 4

표 공공도서관의 방문자수와 증감율< 11>

국 가 1991 1997 증감자수 연간 증감율

영 국 7,023 6,266 -877 (-2.1)
스웨덴 5,387 5,488 +101 (+0.3)
핀란드 10,614 12,768 +2,154 (+3.4)
노르웨이 4,025 4,555 +530 (+2.2)
오스트리아 1,008 1,188 +180 (+3.0)

먼저 주 일 근무제는 산업전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5
측된다 직종별로는 문화 서비스산업 외식 항공과 여행 레저스포츠 에 유리하게. · ( , , )
작용하는 반면에 노동집약형인 제조 섬유업은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 .
약 주 일 근무제가 여가문화나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이 지금보다 훨5
씬 많은 시간을 문화향유에 소비한다면 도서관 및 자료이용이 증가하고 지역사,
회의 정보활동을 선도하는 구심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늘어난.
여가시간을 관광 및 놀이문화에 할애함으로써 도서관의 입지를 더 약화시킬 것

인가 이를 해명 예단하려면 공공도서관 현장의 인식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 ·
다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표. (40 ) , <
과 같이 근로시간의 단축은 도서관 및 자료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10>

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료 및 열람실의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이를 해명하려면 이미 주 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에. 5
서 근로시간의 단축시기를 전후로 도서관 및 자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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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와 일본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시기는 년대 중반. 1990
이후이다 따라서 년까지 공공도서관의 이용변화를 대표하는 봉사지표. 1995 98∼

인 인구 인당 대출건수의 변화추이1 112)를 분석하면 그림 와 같다 국가에 따[ 4] .
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주 일 근무제의 도입과 대출건수와는 상관관, 5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년과. < 11> 1991

년을 비교한 인구 천명당 공공도서관 방문자의 증감자수나 연간 증감율의1997 1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다.13)

그림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건수 변화추이[ 4]

따라서 국내에서도 모든 직 업 종에 주 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도서관의( ) 5
자료이용이나 방문자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근.
무시간의 단축으로 여유시간은 많아지지만 도서관 및 자료이용의 증가로 직결되

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잉여시간을 다른 여가문화에 소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
이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과 같이 여유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 5]
높을수록 여가곡선 과 도서관 이용곡선 의 간극 이 커질 것으로 예상(LC) (LUC) (G)
된다 만약 양자의 간극이 으로 점점 벌어지면 도서관의 존재가치는. G1 G2 G3→ →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주 일 근무제를 공공도서관의 운영이나. 5
이용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방치하거나 시행된 후에 대증요법을 강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단축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동선에 상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추락하는 위상을 복원 제고·
시키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2) LibEcon, Library Economics in Europe : Millennium Study (2000), p. 130 ; 日本圖書
, ( : , 1996-1999)館協會 圖書館年鑑 東京 同協會『 』

13) LibEcon, op, cit.,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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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향유 및 도서관 이용곡선의 예측[ 5]

공공도서관의 대응자세와 운영방안4.

모든 공공도서관은 인류의 정신적 지적문화의 요람이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 ,
를 통하여 축적된 다종다양한 기록문화를 당대와 후대에게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며 평생학습의 산실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국내에서는 어설픈 행정행위 무차별, . ,
적 경제논리 외화내빈의 정보기술 마인드로 인하여 훼손되어 왔다 게다가 상륙, .
채비를 종료한 주 일 근무제는 어떤 형태로든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운영에 영' 5 '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사고와 안목의 거시화4.1
작금의 공공도서관계는 소위 명칭변경 위탁경영 구조조정 등으로 대표되는, ,
외풍에 시달려 왔다 초법적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시설공단. ,
이나 복지재단에 양도하였다 마침내 살생부가 난무하더니 명칭변경이라는 초유.
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금도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를 방치하는가 하면 탈법적.
인사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왜 문화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퇴행적 사태.
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 동안 공공도서관계는 어느 직장보다도 많은 시간을 묵.
묵히 봉사해 왔는데 특별히 보챈 기억도 없는데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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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반경은 건물내의 일상적 기능 수집( -
정리 봉사 에 머물고 있다 도처에서 존재가치를 격하시키거나 정체성을 훼손하- ) .
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자신들의 불가피한 입장을 피력할 뿐 그 파장을 예단하,
고 방도를 모색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러한 사고와 관행을 고수하는 한 거대한.
파고가 아니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말의 파행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지를 분명하게 목도하면서도 대안모색이 부진한 이유를 진지하게

반문해 볼일이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어떤 공공도서관도 상위 행정기관. .
의 통제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패턴을 무시,
할 수 없으며 사회변동이나 기술발전에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신세기 공공도서관계는 무엇보다도 거시적 사고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해서 행정논리와 문화기능 도서관과 지역사회 전통적 구성요소와 정보기술, , ,
장서와 이용자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면서 인과관계 내지 상호작용을 반추하고 예

측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부기능에 매몰되어 외부의 상황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세기말에 경험한 해체위기는 재연될 것이다 역으로 외부환경에 몰두하.
여 내부기능이 부실하면 존재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고의 편협성을 탈피하고. ,
입장의 제한성을 극복하며 안일한 의타심을 배제하고 경계선에서 미동과 변화, ,
에 주목할 때 주 일 근무제도 공공도서관의 위상강화 및 기능제공의 호재가 될, 5
수 있다.

과중한 근무부담의 완화4.2
우선 근로시간의 단축과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무시간의 상대적 증가이다 모든 직종에 주 일 근무제가 적용되어. 5
도 공공도서관은 제외될 것이다 그것은 년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더불어 고. 1953
수해 왔던 주당 시간 근무제가 년에 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도 공공도48 1991 44
서관은 그 이상의 시간을 개관하였으며 년말 현재도 표 처럼 주당 평, 2000 < 12>
균 을 근무하고 있다54.8 59.3 .∼ 14)

14)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협회, ( : , 2000), pp. 136-157.韓國圖書館協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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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공공도서관의 주당 근무시간< 12>

근무시간 도서관수
휴관방식

매 주 격 주

36 1

하절기 54.8
동절기 53.8

하절기 59.3
동절기 58.3

분42(+30 ) 2(3)
48 141

분54(+30 ) 89(2)
분60(+30 ) 108(1)

66 16
72 9

분78(+30 ) 9(1)

표 각종 수당의 법적 지급기준< 13>

종 류 법조항 지급기준 비 고

시간외수당 제 조 제 항15 2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할의7
분의 의 할192 1 15

기준호봉의 봉급기준액 별( :
표 에서 당해 계급 또는 당11
해 계급상당 호봉10 )

비전임계약직은 제외·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
행정자치부장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결정 제 항( 4 )

야간근무수당 제 조제 항16 2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봉급기15 2
준액의 분의 의 할192 1 5

일 시간 기준·1 8
비전임계약직은 제외·

휴일근무수당 제 조제 항17 2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봉급기15 2
준액의 분의 의 할26 1 15 비전임계약직은 제외·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주당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은 시40 48
간 이상을 개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다른 직종이나 행정직군 내의 다른.
직렬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문제 즉 초과근무시간의 처리,
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연히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 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 , ) .
는 표 에 발췌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이다 그러므< 13> [ ] 15 17 .∼

로 매주 휴관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초과시간 시 이후 을 격주로 일 휴관하(13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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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하절기 에는 평일의 하루 개관 폐간시간 와 토요일의 초과시간 시 이( ) ( ) (13∼

후 국경일만 휴관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등에 대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을), · ·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그림 콜로라도주 도서관의 고용전망[ 6]

설령 법적 기준에 따라 초과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공공도서관의 근무여건이 개

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인력의 충원이 절대 필요하다 다만 정부나 자.
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인력이 법적 배치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총정원제에 근거한 다운사이징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주 일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로 거론되는 노동. 5
시장의 유연화에 편승하여 그림[ 6]15)과 같이 전문사서 보다는 기술보조직의 증
가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파행적 행정조,
치의 하나로 핵심기능의 아웃소싱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
정부 자치단체 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행정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
위하여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표 가 반증한다' < 14> .
실제로 미국의 대도시 도서관협의회 가 년 회원도(Urban Libraries Council) 1998
서관 개관 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아웃소싱된 순위는 제본 자료(72 ) , (82%),
처 인터넷 서비스준비 컴퓨터 교육 안전 편목 의(68%), (61%), (58%), (56%), (51%)
순으로 나타났다.16)

15) http://www.lrs.org/documents/fastfacts/165paraprotrend.pdf
16) Urban Libraries Council, "Outsourcing Survey Results at a Glance,"(http://www.ur
banlibraries.org/standards/outsourc.html)



60 주 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5

표 정부 자치단체 의 후속조치 가능성< 14> ( )

성 별

후속조치
남 여 계(%)

위탁경영 추진 3 1 4(10.5)
아웃소싱 강화 7 16 23(60.5)
인력의 충원 1 4 5(13.2)
별다른 조치가 없다 2 3 5(13.2)
기타 외부인력 공공근로 활용 등( , )   1 1( 2.6)

계 13 25 38(100.0)

따라서 주 일 근무제가 초래할 과중한 업무시간의 해소방안으로는 우선 법령5
에 명시된 초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연차계획에 의거한.
충원노력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부서 기능 별 적용 단순 반복적인 비핵심기능의, ( ) , ·
아웃소싱 방만한 문화프로그램의 정비 자격증을 소지한 주부인력의 시간제 근, ,
무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서직 직무 재 교육의 개선4.3 ( )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 ] 16 1 10
정과 동법시행령 제 조에 근거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 20
을 실시하여 왔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서.
직의 능력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업무기능에 치중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역동적 변화

를 인식 대처하도록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정부· .
정책과 경제논리에 기저한 행정적 조치가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인터넷 정보기술에 기반한 정보 전산 화와 디지털화의 수용양태와, ( )
봉사방안 인터넷과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 이용대상자의 계층별 분석과 유인, ,
책 주거환경의 변화와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재구성 문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 ,
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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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는 주 일 근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5 .
축될 경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표 와 같이 직무, < 15>
교육의 강화가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 있는 과중한 근무부.
담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외면한다면 위탁관리나 명칭변경에 대한

반론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필요성 정보센터로서의 존재가치 등을 주장할 명분, ,
이 없다 사서직의 사고 및 안목이 확장되지 않으면 교육 및 문화정책의 조류와. ,
파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정보기술과 여가생활의 변화추이를 자료이용에 접목시,
키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존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가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
은 매년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되 그 결,
과를 전문가들에게 이첩하여 적실성을 평가하고 보완한 다음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패러다임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
과 내용으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요동치는 위상을 정립하고 건실한 정보문화

의 공간으로 착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표 주 일 근무제에 따른 보완책 복수응답< 15> 5 ( )

보완책의 내용 응답수 순위

건물 분관 의 신 증 축( ) ( ) 16 4
보수의 현실화 수당지급, 19 3
이용자 서비스의 강화 10 5
자료수집의 강화 확대 예산증액· ( ) 7 7
아웃소싱 야간근무숙직기타 업무( , , ) 8 6
정규직 인력 사서직원 의 충원( ) 26 1
근무환경의 개선 2 9
전산시스템의 충실화 디지털화( ) 3 8
직무 재 교육의 강화( ) 21 2
열람실 개관시간의 단축 1 10



62 주 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5

시스템계획의 전향적 검토와 보완4.4
도서관과 그 서비스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접근 및 이용의 기회.
균등 원칙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 호 제 조 도서관에 대한 결정기준 의 제 호 지역별 인]( 86 ) 88 ( ) 4 (
구밀도에 따라 내지 정도의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2 4㎞ ㎞

한다 에서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 개정된 영국의 공공도서관기) . 2000 [
준 은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의 접근시간을 분 이내로 규정] 20
하고 있다.17)

그렇다면 국내의 공공도서

관은 상술한 원칙에 부합하

는가 일례로 대구광역시의.
평균 이용률 봉사권역의 총(
인구에 대한 이용자의 비율)
과 이용거리 자택에서 도서(
관까지의 도보거리 의 상관)
관계를 도시한 그림 을[ 7]
보면 형평성과 비배제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
형적인 이용률은 종축과 횡

축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삼각형 음영부분 이지만 대구광역시는 최대 이용률이 에도 미치지 못(B) , 50%
하는 우하향 곡선의 하단부분 으로서 봉사반경이 가 넘으면 이용률도 급(A) 1㎞
격히 하락하고 있다.18) 이러한 결과는 그림[ 8 9]∼ 19) 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17)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Libraries, Information and Archives
Division, Comprehensive and Efficient - Standards for Modern Public Libraries : A
Consultation Paper (2000), p. 8.

18) 윤희윤 공공도서관의 진단적 평가와 대안모색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 " : ," 『
보학회지 제 권 제 호, 34 , 2 (2000, 6), p. 57.』

19) 대구정보생활도서관 대구민간도서관협의회 년 대구시민 도서관 이용실태 및 의, , 1996『

식조사 보고서 대구 동도서관 및 협의회( : , 1996), pp. 35-36 ; Eleanor Jo Rodger, et』

al.,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Public Library Use :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sumer Market for Library and Internet Services(Oct. 2000), p. 50.

그림 이용률과 이용거리의 상관관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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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공공도서관의 비이용 원인[ 8]

그림 미국 공공도서관의 비이용 원인[ 9]

있다 즉 한미 양국에서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내적 이유로. ,
는 거리가 멀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개관시간에 이용이 불가' ', ' ', '
능하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등이며 외적 이유로는 책을 읽지 않는다 이용', ' ' , ' ', '
할 필요가 없다 책을 구입하여 읽는다 등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의 대다', ' ' .
수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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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지역사회의 인구통계적 및 비인구통계.
적 특성 잠재적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공간적 지리적 요인 중에서 입지조건이, , -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20) 도서관의 이용거리와 이용률간에는 역관계, "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용자는 장서규모에 관계없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

까운 곳을 이용한다"21)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언.
하면 도서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접근모형 시설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접(
근성과 이용자입지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접근기회를 고려하는 모형 과 입지 분) -
배모형 봉사인구의 분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지의 선정문제와 일단 배치된 시(
설을 어느 지역의 인구에게 봉사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모형 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의 도서관을 계획할 때는 공간적 효율성 총통행거리의 최소화. ( )
과 형평성 최대 통행거리의 최소화 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설령 상술한 조( ) .
건이나 원칙을 준수하여 도서관 시스템을 계획하고 신축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연

면적 공간구조 거주지역 도로사정 등이 변하면 봉사권역을 이탈하거나 사각지, , ,
대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년을 주기로 시스템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함. 5 ·
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결과가 지역주민의 불만과 외면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최근에 영국에서 특정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림 과 같이 나타났다, [ 10] .22) 즉 접근이 용이하다 집에서 가깝다 소, ' ', ' ', '
장자료가 다양하다 직원이 적극 도와준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 '
상술한 비이용의 요인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서직원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보완책 표 중에서< 15>
건물 분관 의 신축을 번째로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 일 근무제가 시행되어도( ) 4 . 5
현재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건물의 위치와 규모 조직구조와 봉사체제 상호협력( , , )
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계획의.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다른 무수한 대안도 지역주민을 공공

도서관으로 유인하는데 별무소용일 것이다 요컨대 전국의 자치단체가 최소 행. '
정단위 시 군 구 당 개 도서관의 설립 운영이라는 정책기조를 전향적으로 재검( · · ) 1 · '

20) S. Shohan, S, Hershkovitz, and D, Metzer, "Distribution of Libraries in an Urban
Space and Its Effect on Their Use : The Case of Tel Aviv,"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2, No.2(1990), pp. 167-168.

21) Thomas H. Ballard, The Future of Resource Sharing in Public Libraries and
Alternative Strategies for Service (Chicago : ALA, 1986), p. 116.

22) C. Nankivell and J. Elkin, People Flows(London :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1999) (Margaret Hawkins, Anne Morris, and John Sumsion,
"Soci-economic Features of UK Public Library Users," Library Management,
Vol.22, No.6/7(2001),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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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영국에서 특정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 10]

토하지 않는 이상 신도시나 배후도시의 발달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
로 발생한 봉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은 자치단.
체의 정보문화적 상징물과 중앙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봉사의 사각지역에,
는 건축법시행령 이 규정하는 입지규제[ ] 23)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분관을

설립해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목적과 핵심역량의 연계성 강화4.5
도서관의 경우 주 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부담의 증가를 해소하려면 인력충원, 5
이 불가피하지만 저간의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지 못하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더라도 한정된 인력으로 장시간 개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

피로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 결과는 경영성과 및 봉사기능의 저하로 나,
타날 수밖에 없다.

23)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제 조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별표 의 아래[ ]( 16284 ) 3 4( ) 1 5
의 가목은 도서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공공시설로 규'··· ··· 1 '
정하여 입지선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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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부정적 인과관계를 개선하려면 고유한 정체성과 설립목적을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공공도서관이 대 목적. 4
교육 정보 문화 레크리에이션 을 추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 , , , ) , < 16>24)과 같
이 교육지원 정보제공 문화활동으로 집약되며 특히 의 년, , , IFLA/UNESCO 2001
판 공동지침은 주된 목적을 개인과 집단의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를 포함하여"
교육 정보 자아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자원과,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 공공도서관의 목적< 16>

국가 단체/ 근거자료 기준 선언 법령 지침 등( , , , ) 목적과 우선순위

미 국 공공도서관 계획 및 역할설정(1987) 교육 문화 정보, ,
영 국 공공도서관 목적(1971) 교육 정보 문화 여가, , ,
일 본 도서관법(1985)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
한 국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 ,
IFLA/UNESCO 공공도서관 지침(2001) 교육 정보 자아개발, ,

상술한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핵심역량(core
에 집중될 때 성취할 수 있다 년 프라하라드와 하멜competence) . 1990 (C.K.

Prahalad and G. Hamel)25)에 의해 경영분야에 도입된 핵심역량은 전문지식과

핵심기술의 결합 및 조화로 발휘되는 조직체의 능력을 말한다 이를 공공도서관.
의 대입하면 특유의 총체적 능력 인력 예산 자료 기술 지식 노하우 문화 중( , , , , , , )
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표 과 같다< 17> .26) 그 중에서 봉사기능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거나 지원하는

24) Charles R. McClure, et al., Planning and Role Setting for Public Libraries : A
Manual of Operations and Procedures (Chicago : ALA, 1987), p. 28 ; The Library
Association/Public Library Research Group of the London and Home Countries
Branch, "Public Library Aims and Objectiv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의Vol.73(1971), pp. 233-234 ; [ ](1999 12 22 , 169 ) ;日本 圖書館法 年 月 日 改正 法律 第 　

한국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 호[ ]( 2 4 )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he Public Library Service(München, K.G. Saur, 2001), p. 2.

25) C.K. Prahalad and Gary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68, No.3(May/June 1990), pp. 79-91.

26) Richard J. Naylor, "Core Competencies : What They Are and How to Use Them,"
Public Libraries, Vol.39, No.2(March/April 2000),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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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주제전문성 장서개발 독자원조 이용자봉사 등의 기술을 핵심역량으, , , ,
로 규정할 수 있다.

표 공공도서관의 핵심역량 매트릭스< 17>

능 력 참고봉사 도서 및 자료AV 독서프로그램 학교지원

장서개발 기술 H C C
편목과 분류 C C C
상호대차시스템 H H H
운영의 효율성 C C
독자원조 기술 C H C C
아동문헌에 관한 지식 C C
프로그래밍 기술 C
인터뷰 의사소통 기술- C C
정보문제 해결 기술- C C
정보원에 관한 지식 C C
정보기술 C C
이용자봉사 기술 C C C C
주제전문가 H H
교과과정에 관한 지식 C

봉사의 시너지효과에 중요함C :
봉사의 시너지효과에 도움이 됨H :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교육지원 정보제공 자아개발의 욕구를 충족, ,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개발과 봉사제공을 핵심역량으로 상정하는 운영' '
방식이 필요하다 그 단초가 되는 경영기법과 정보기술에 대한 사고와 안목의.
거시화는 직무교육 등으로 과중한 근로부담의 해소와 도서관 시스템의 보완은,
정책적 또는 제도적 접근으로 핵심기능 장서개발과 봉사기능 은 전문직의 책무, ( )
성 제고로 비핵심기능 건물유지 제본업무 야간대출 등 은 아웃소싱으로 그리, ( , , ) ,
고 모든 가용자원은 핵심역량과 목적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배정 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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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봉사기능의 반추와 제고4.6
도서관계는 주 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역주민의 증가하는 여가시간의 일부를5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묘안을 강구해야 하는 동시에 더 열악해지는 근무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해야 할 입장이다 그 빛과 그림자를 아무리 다.
각도로 조감하더라도 호재보다는 악재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 직무스트레스와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어떤 선택과 접근이 바람직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용자 봉사기능을 반.
추하고 강화하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왜.
냐하면 도서관이 존재해야 근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
야 직업적 정체성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술한 대응자세와 운영.
방안은 도서관 및 자료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전적 또는 과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모든 자원과 노력은 당대의 봉사기능과 후대를 위한 보존기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 일 근무제의 부정적 파장이나 역기능을 극복하는 지혜는 작금. 5
의 봉사활동에 내재된 취약점과 한계를 개선 보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

우선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일상적으로①

수행하는 업무가 내재적 및 사회적 기능과 어떻게 연계되며 어떤 업무가 양대,
기능의 수월성을 결정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시한 그. [
림 을 보면 대출 열람 과 정보봉사 보존 매체변형 과 관리 이용 독서 검색지11] ( ) , ( ) , · ·
도 등이 내재적 및 사회적 기능에 기여하는 핵심업무이다.

이용자봉사는 도서관의 핵심업무이며 그것을 강화해야 핵심역량이 제고될,②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목적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최근의 조사자료를 집약하면 표. < 18>27)과 같이 영미에서는 장서중심

의 이용행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독서실 내지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allup Poll Shows 66% of Adults are Library
Users," American Libraries, Vol.29, No.7(Aug. 1998), p. 6 ; Hawkins, Morris, and

대구정보생활도서관 전게서Sumsion, op. cit., p. 263 ; , ,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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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공도서관의 내재적 및 사회적 기능의 관계[ 11]

표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의 비교< 18>

미 국(1998) 영 국(1999-2000) 한 국(1996)
대출· (81%)
참고자료이용· (51%)
신문 잡지독서· · (50%)
레코드 비데오 대출· ·CD·
(32%)
정보요구· (19%)

·
·
·

대출 반납 갱신· · · (61.5%)
참고자료의 이용·

  (32.8%)
연구와 학습· (26.7%)
정보요구· (17.3%)
출납· CD (14.2%)

잡지이용· (12.3%)
복사기 이용· (11.9%)
신문열람· (11.4%)

·
·
·

입시 취업공부· · (69.6%)
자료이용· (19.9%)
교양 취미생활· · (8.4%)
기타·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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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의 전도현상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의 본질.
적 기능을 이탈하는 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열람식을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 처방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악화 일반열람실 가, ' ( )
양화 도서관의 중요성과 이미지 를 구축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 ) '
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최적의 장서개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장서개발을 역량강화의 요체로 인식하지 않. ' '
으면 봉사기능을 제고시킬 수 없다 어느 계층을 목표집단으로 하고 어떤 자료. ,
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어떤 집서계획을 마련해야 비이용집단을 유인할 수 있,
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과 소장자료를 연계시킬 것인지를 고민,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지역주민의 현재적 및 잠재적 이용성향을 분석하여 공.
격적 봉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공간적 및 시간적 접근의 편의성은 자료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③

다 전자에 해당하는 교통 이동 문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 ) 15%
를 점유한다는 사실28)이 반증한다 반면에 후자는 폐관시간이나 휴관일과 직결.
된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을 봉사대상자로 간주하는 이상 접근이 용이한 시간. ,
과 요일에 개관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대부분이 평일의 늦은 시.
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개관하며 그로 인하여 법정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시간,
수도 평균 시간에 이르고 있다10.8 15.3 .∼

그러나 뉴욕주 교육부의 도서관개발과가 제안한 주당 개관시간의 최저기준 인(
구 명 미만은 시간 명 미만은 시간 명 미만은500 12 , 500 2,500 22 , 2,500 5,000 25∼ ∼

시간 명 미만은 시간 명 미만은 시간, 5,000 15,000 35 , 15,000 25,000 40 , 25,000∼ ∼ ∼

명 미만은 시간 그 이상은 시간100,000 55 , 60 29)이나 위스콘신 오레곤주 공공도서·
관의 기준을 집약한 표< 19>30)를 보면 국내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기준 도 최소한 하나의 서비스 포인트는 주당 시. [ ] 60
간 이상을 개관하고 나머지 주요 도서관은 시간 이상을 개관하도록 규정하고45
있다.31)

28) Shohan, Hershkovitz, and Metzer, op. cit., p. 169.
29)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 "Helpful
Information for Meeting Minimum Public Library Standards," (http://www.nysl.
nysed.gov/helpful.htm)

30)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Public Library Development," (http://
www.dpi.state.wi.us/dltcl/pld/quantmun.html) ; Orego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Oregon Public Libraries : 2000,"(http://www.olaweb.org/pld/ standards.html)

31)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op. 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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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스콘신 오레곤주 공공도서관의 주당 개관시간 기준< 19> ·

기준

인구

위스콘신주 오레곤주

기본 적정 우수 기본 적정 우수

명 이하2,500
명2,500 4,999∼

25
44

33
47

38
51 20 35 50

명5,000 9,999∼ 56 57 59 30 45 60
명10,000 24,999∼ 59 62 65 40 55 70
명25,000 49,999∼

명50,000 99,999∼

명 이상100,00

62
67
67

65
69
68

67
71
69

50 60 75

오히려 국내 공공도서관의 심각한 문제점은 휴관요일이 지역주민의 시간적 접

근성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휴관요일을 분석.
한 표 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교대로 휴관하는< 20> , ,
반면에 부산을 비롯한 개 시도는 일제히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다 이것은 무13 .
엇을 의미하는가 예컨대 서울시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자치구에 따라 휴관요일.
을 달리하는 소위 교차휴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주지의 도서관이 휴관하는,
요일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를 비롯한.
개 시도의 공공도서관은 일률휴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경우13 ,

월요일에는 자치구내의 어떤 공공도서관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도서관 중심.
의 사고와 관행은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작금의 국내 공공.
도서관계가 정부 및 자치단체의 파행적 행정조치로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

도 대중적 지지기반이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공공도서.
관은 건실한 실물장서의 기반위에 시공간적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기능이 부실하고 위기상황에 처해도 지역주

민의 반응이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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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도서관 휴관의 방식과 요일< 20>

시 도
휴관방식 휴관요일

매주 격주 월 월 금∼

서 울 (1) ● ●

부 산 ● (1) ●

대 구 ● ●

인 천 (1) ● ● ●

광 주 (1) ● ●

대 전 ● (2) ●

울 산 ● ●

경 기 (3) ● ●

강 원 ● ●

충 북 (5) ● ● 수( 1)
충 남 (12) ● ●

전 북 ● (1) ●

전 남 ● (2) ●

경 북 ● (8) ● 화( 7)
경 남 ● ●

제 주 ● ●

는 각 시도의 보편적 휴관방식 및 휴관 요일과 다른 도서관의 수를 의미한다( ) .

그 외에도 공공도서관의 무분별한 문화활동이 장서개발과 봉사기능의 저해④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년말 현재 공공도서관의 문화활동을 보면 개관당. 1999 1
참여인원은 평균 명 강좌수는 개인데 비하여 독서교실의 참여인원이8,572 , 8.5 1
개관당 명에 불과하다466 .32) 주 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가5
비등하고 참여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활동의 내막을 보면 본질적 기능과 무관한 프로.
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문화활동 자체보다는.

32) , , p. 322.韓國圖書館協會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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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적합성과 충실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문화프로그램.
이 많아질수록 예산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핵심기능의 위축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총예산 중에서 자료예산의 점유비율이.

의 평균 보다 훨씬 적은 에 불과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OECD 15% 10% .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경비에 더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활동.
은 공공도서관의 핵심기능을 연계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인터넷봉사를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4.7
지난 세기의 후반에 이루어진 사회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의 성

장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공공도서. ,
관에서의 접근가능성도 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전통적100% .
인 자료제공 및 이용지원에 인터넷 접근 검색 이용이라는 새로운 봉사형태를' · · '
추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행태와,
대안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로저 등 의 분석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 (E.J. Rodger )
자의 가 인터넷 이용자이고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의 가 도서관 이용60.3% , 75%
자일 정도로 양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33) 상무성의 년[2000
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를 보면 사무실 학교 기타 장소를 제(digital divide) ] , · ·
외한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율은 표< 21>34)에 집약한 것처럼 소득수준
별 평균이 교육수준별이 인종별이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미국19.9%, 15%, 12.3% .
정부는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율에 대한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

소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백인 고소득층 고학력자를 제외한 계층에 대한 인, · ·
터넷 봉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계의 경우 인터넷 검색환경을 구축하는데 투입한 열,
정이 사회참여 및 정보격차의 해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행태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분석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반증

한다 그 이유는 다른 많은 정책적 실무적 행위가 그러하였듯이 공공도서관이. ,
경영관리의 본질적 기능인 계획 실행 평가 의 순환사이클에 충실하지P( )-D( )-E( )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터넷 접근환경이 우수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할 따름이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계층의 이용공간으로 인,
식되지 못하면 정보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투입 활용의 경제성을 확보, -
33) Rodger, et al., op. cit., p. 1.
34) U.S. Department of Commerce, Falling through the Net : Toward Digital
Inclusion(Washington, D.C. : The Department, 2000), pp.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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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면 유효수명이 년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의 하드웨어는 애물단지로3 5∼
전락할 수밖에 없다.

표 미국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이용율< 21> (%)

소득수준별 인종별 교육수준별

달러 미만5000 16.5 백인 8.2 초등학교 17.6
5,000 9,999∼ 21.8 흑인 17.9 중학교 17.9
10,000 14,999∼ 23.2 아시아계 등 9.5 고등학교 10.0
15,000 1,9999∼ 18.2 스페인계 13.6 대학재학 이상 14.5

평 균 19.9 12.3 15.0

신세기 공공도서관이 정보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면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는 정

보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정보의 발신기능을 유지하고 인쇄자료와 전, ,
자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장애자 및 고령자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
정보해득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35)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구축 중심의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이용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에 치

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이용 및 비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용정책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왜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공공도서관일수록 정보기술. '
내지 인터넷 이용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 반추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봉사는' .
공공도서관의 사회참여를 조장하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주 일 근무제의 부정5
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35) , 2005 :文部省 地域電子圖書館構想檢討協力者會議 年 圖書館像 地域電子圖書館 實現の の『

( ) ( : , 2000), p. 1.向 報告 東京 文部省に け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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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5.

정부는 주 일 근무제의 실시를 강행하려는 입장이고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5 ,
따른 임금삭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현재의 임금수준을,
보전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협약과 연계한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일 근무제는 명분보다 실질의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합리적 단축과 근로자 복5
지증대를 추구하는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시행결과가 초래할 다대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생활적 영향과 파장에 대한 종합적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

하다.
어떤 조건을 포함하든 주 일 근무제는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5 .
공공도서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 화두를 놓고, .
다각도로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어차피 공공도서관은 수용해야 할 입장.
이므로 노사정의 쟁점보다 그 파장을 추론하고 준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주 일 근무제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 및 이용행태에서5 ,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표출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그 기초 위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완급 및 중요성의 측면에. ,
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시대의 정보문화를 주.
도하는 대중적 정체성을 모색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년 월에 실시한 미국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가 미래에도 도1998 5 90%
서관은 존재할 것이며 그 중에서 약 는 도서관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40%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36) 영국의 국민 가운데 약 가 공공도58%
서관의 회원이고 년의 인당 방문회수는 약 회이며 도서관 방문이, 1995 96 1 6.5 ,∼

인기있는 소일거리 중에서 위 위 술집방문 위 레스토랑에서 식사 위5 (1 : , 2 : , 3 :
즐거운 드라이브 위 패스트 푸드점에서의 식사 로 나타났다 만약 공공도서, 4 : ) .
관이 새로운 전자세계와 인쇄역사의 가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

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영국의 문화 유산 교육은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 ·
강조하였다.37) 최근에는 영국의 도서관 정보위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도서관의 심볼 을 접근성 적극적 익명성과 중립성 신뢰와 존경 발견(symbol) ' , , , ·
기회 선택 등으로 규정하고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을 만인이· ' , (identity) '
환영하는 사회적 공간 모든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원조 및 지원공간, ,

3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Use," LARC Fact Sheet, No.6(Feb.
2000) (http://www.ala.org/library/fact6.html)

37) Ukoln, New Library : The People's Network (London :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199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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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이면서도 경외심이 발현되는 장소 비판단적 비경쟁적 비의타적 장소 학, · · ,
습의지를 고취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지식의 게이트웨이 다양성을 발견하고 향,
유하는 장소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38)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년간 공공도서' 20
관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일부의 선진적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제공,
되는 자료와 서비스에 변화가 없다 공공도서관의 최대 과제는 도서관운동의. '
피폐를 극복하고 합리적 사고방법을 확립하고 현실적 정책을 제기하는 것이라, , '
는 지적이 나왔다.39)
이러한 일련의 방증과 주장에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교육지원의 기능 지식정보의 수집센터 및 접근게이트웨이 인쇄자료와 디지털정, ,
보의 가교역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참여기능 인터넷 정보봉사를 통, ,
한 새로운 역할의 모색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공공도서관은 근로.
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심볼과 정체성을 신세기의 명제로 간주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주체는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아직도 고품위 전문직으로 인정. .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시대의 지식정보를 축적 전파하는 문화요원이다 호구, · .
지책이나 소일거리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거시적 사고와 안목 냉정한 판단과. ,
준비 애타적 손길과 실천이 필요하다, .

38)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braries: the Essence of Inclusion,"
(http://www.lic.gov.uk/publications/policyreports/inclusion.html#3)

39) . “ ." , 51 , 7藥袋 秀樹 公共圖書館 現狀 課題 情報 科學 技術 第 卷 第の と の と『 』 號 (2001, 7),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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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new millenium, new libraries with digital medium have spreaded in
the world as well as our country. Libraries and publishers, copyrighters are
making an effort to improve medium and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 Impaired. In addition, contents development and library activities have
been taken in the country. As these changes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welfare policies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blind increase more,
actually braille libraries grows more and more in quantity, but are in inverse
proportion in the intrinsic value. It's a time that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enhance more inner value than library development in quantity. This study
is about examples of other countries which are more improved in the blind
library service than our country and to present a plan to solve our problems.

1) 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 한국도서관협회 특수도서관 전문위원회 위원장, (youk@
kb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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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인류에게 문자의 발명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보존하며 공유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기원을 이루었으며 문자를 기록함으로써 발생한 도서의 발,
달은 고대 문명사회에서 학문과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

다 예로부터 왕이나 귀족 학자들이 도서를 많이 읽고 소장하였으며 이것은 현. , ,
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요일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
향하는 부모들을 보는 것이 신기한 일도 아닌 것처럼 도서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는 지금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장애인들과의 대립을 촉진,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도 변.
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이와 함께 과학의 신기술을 응용

하여 시각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점자도서관,
과 출판사 저작권자들이 전략적 제휴와 협력관계를 맺고 점자도서관의 발전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컨텐츠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점자도서관이 설립된 년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1969
본인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년대 이후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1990
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점자,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점자도서.
관이 개관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열람실이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 . "
도서관 컨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 "
동 등 타관종 도서관들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제도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채

양적인 증가만을 부추기게 되었다 이것은 이용자를 위한 질적인 봉사 효율적인. ,
봉사보다는 자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

었다.
결국 국내외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
사를 통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문,
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향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의 발전방향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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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2.

도서관 봉사의 개념2.1
장애인들의 도서관 봉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 헌법에 정치 경제 사회, " , ,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게 하며 라고 규정하며 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 10 "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 " .
히 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사회 교육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문, , , .
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 " .
모든 국민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조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2 ·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이란 시각장애인.
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제 조 항에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21 2 " · ·
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
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도서관 봉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설치에 관한 법령으로는 년 제정1963
된 도서관법에서 특수도서관을 제정하고는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년 월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1977 12 4
에 점자도서관이라는 명칭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설치에 관한 법' '
령을 처음으로 제정해 놓았다 이후 년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신체장. 1987
애인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 설치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기에 이르렀

고 년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제정되면서 교육부소속의 특수도서관, 1991
이 문화체육부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년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1994
제정되고 이것을 거듭 개정하여 년 월 일에 일부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 2000 1 12
여 설치 등을 하고 있다.
위의 법령들에서의 특수도서관 이용 대상을 보면 신체장애자 또는 시각장애자

로 되어 있고 년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장애인 으로 정의되어 있1994 " "
다 그 설치기준은 표 에서와 같이 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정해놓았던 기. < 1> 1977
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년 도서관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것을 현재까지1987 ,
도 적용하고 있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현행의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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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점자도서관 설치 기준< 1>

구분  
법령

시 설 자 료

건 물 기계기구․ 장 서 녹음 테이프

년2000
도서관

및독서

진흥법

 
면적 제곱미터: 66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면적의:
이상45%

점자제판기 대이상1. 1
점자인쇄기 대이상2. 1
점자타자기 대이상3. 1
녹음기 대 이상4. 4

권 이상1,500 점 이상500

년1977
특수

교육

진흥법

면적 평방미터:66
이상

서고 면적의:
이상25%

인쇄실 면적의:
이상35%

점자 제판기 대1. 2
이상    
점자 인쇄기 대2. 1
이상    
점자 타자기 대3. 3
이상    
녹음기 대이상4. 3 ,
다만 건물 면적이

평방미터씩33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대 * 1
점자 인쇄기 대* 1
점자 타자기 대* 1
녹음기 대* 2
이상을 각각 증

설해야 한다.

권 이상1,500
다만 건물면

적이 평방33
미터증가할

때마다 1000
권씩을 추가

하여야 한다

개 이상500
다만 건물면

적이 평방33
미터씩 증가

할 때마다 200
개이상을 추

가하여야 한다.

자료 교육부 및 문화관광부 특수교육진흥법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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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들이 이용하는 특수자료의,
제작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다만 대출 봉사만을 주로 하고 있어 특수도서관 설, ,
치가 없다면 공공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 이용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상에 이용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고 칭하고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 ,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 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 기타 특수환경속에서 근·
무 등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 특수도서관의 종류는 배제하고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특수도서관만을 논하기로 한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특수자료에 대한 저작권법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 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30 " ·
있고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은 도서를 이용하" .
기 위하여 내관하기보다 우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편법 제 조 동령 시각장26
애인들의 우편대출은 우편법 제 조 동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맹인용26 , 36 1 4
점자 또는 맹인용 녹음물은 무료이다.
위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장애인 이 이용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특" "
수자료에 대한 현행까지의 저작권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라고 정의" "
되어 있어 사실상 정확히 정의하자면 타 장애인을 제외하고라도 저시력인이 포

함되지 않는 중증시각장애인 만을 칭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특수도서관.
에서 제작하여 소장하고 참고 봉사하는 특수자료의 이용이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의와 현황2.2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일반 사물을 보거나 읽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시력의 정도로 판별하여 정의하면 시각장애를 크게,
나누어 실명 과 약시 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하면(Blindness) (Low-vision) .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 ",
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
볼 수 있는 정도를 수동 자기 앞 미터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을" ", 1
정도를 지수 일반 활자를 읽을 수는 없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
상태를 약시 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정의하는 시각장애인은 표 와" " . < 2>
같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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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상의 시각장애 분류< 2>

등급 장 애 정 도

급1
좋은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 ,
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이 이하인 사람) 0.02

급2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04
급3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08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도 이하로 남은 사람5②

급4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1①

좋은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도 이하로 남은 사람10②

급5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2①

두 눈에 의한 시야의 분의 이상을 잃은 사람2 1②

급6 나쁜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02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 [ ] 1

시각장애인의 현황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년 월말 현재2001 9
표 와 같고 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추정하는 시각장애인수는 표< 3> , 2000 <
과 같이 등록된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들의4> .

출현율을 보면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대 이후의92% , 50
실명율이 로 노령이 되어 실명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9.2% .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인 점자를 해독하는 시각장애인 수는 정확히 조사된 자

료가 아직 없고 다만 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로 보고 있으나 현재, 1990 3%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통계는 급에서부20% , 1
터 급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훨씬 높은 해독률을6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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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 3>

시 도명· 전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시 도명· 전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계 1,114,259 112,880 서울 189,928 19,728
부산 79,068 8,178 대구 54,982 5,700
인천 61,476 5,798 광주 30,758 3,463
대전 32,097 3,099 울산 19,346 1,943
경기 198,412 19,611 강원 48,916 4,353
충북 40,809 3,852 충남 58,882 6,011
전북 67,971 6,832 전남 70,344 7,882
경북 75,575 7,884 경남 74,221 6,834
제주 13,474 1,712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 , 2001. 9

표 년도 시각장애인 출현율< 4> 2000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세0 9∼ 5,316 0.08 2,399 0.07 2,917 0.09
세10 19∼ 7,354 0.10 4,334 0.12 3,020 0.09
세20 29∼ 13,365 0.19 10,587 0.33 2,778 0.07
세30 39∼ 18,530 0.22 13,220 0.31 5,310 0.12
세40 49∼ 29,074 0.41 21,786 0.59 7,288 0.21
세50 59∼ 46,604 1.03 32,553 1.43 14,051 0.62
세60 69∼ 51,039 1.52 28,816 1.91 22,223 1.20
세70 79∼ 17,774 1.04 17,541 2.81 17,210 1.59

세80 ～ 16,034 2.70 3,522 2.06 12,512 2.96
계 222,067 0.47 134,758 0.58 87,309 0.37

자료 보건복지부 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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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2.3
정의2.3.1

영어로는 통상 로 정의"Print disabled people", "People with print disabilities"
하고 미국의, NLS((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에서는 이용 대상을 및 로 정의Handicapped) "Blind" "Physically Handicapped"
하고 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Physically Handicapped
다 시력 측정 결과에 관계없이 시력 교정을 받은 후에도 시각적 장애가 표. (1) ,
준 인쇄물을 읽는 것을 저해한다고 해당 전문 기관에 의해 판명된 사람 신(2)
체적 장애의 결과로 표준 인쇄물을 읽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해당 전문 기관에

의해 판명된 사람 신체 기관의 장애로 인한 독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3)
정도가 심각하여 일상적으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다고 해당 전문 기관에 의해

판명된 사람,2) 그리고 년에 설립하여 장애인에게 음성도서를 제작 보급하1951 ,
고 있는 에서 는 영어사RFB&D(Recording for the Blind and Dyslexic) Dyslexic
전에 실독증 독서장애 실독증의 환자 등으로 되어 있다, , .
일본에서는 인쇄물을 읽는 것이 곤란한 사람 문자의 인식이 곤란한 사람 상, ,
지 마비 누워 있어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사람 등, 3)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개발 보급되고 있는 음성도서 디지털,
토킹북 은 불독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노령자 등 통상의 독서(Daisy) , , , ,
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장애자4)를 이용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http://www.loc.gov/nls
(1) Persons whose visual disability, with correction and regardless of optical

measurement, is certified by competent authority as preventing the reading of
standard printed material.

(2) Persons certified by competent authority as unable to read or unable to use
standard printed material as a result of physical limitations.

(3) Persons certified by competent authority as having a reading disability resulting
from organic dysfunction and of sufficient severity to prevent their reading
printed materia in a normal manner.

3) http://www.dinf.ne.jp
" ", " " " " "印刷物 困難 人 文字 認識 困難 人 上肢 寢をよむことが な の が な のマヒ たきりのため， ，

"本 頁 人に の をめくれない

4) " , , , ,不讀症 學習障害 知的障害 精神障害 年寄 通常 讀書お りなど の をすること が できな「 」

"情報障害 方い 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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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봉사에서 심각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또,
한 책을 들고 있거나 조작하거나 눈의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거나 할 수 없는 육

체적 장애인과 실독증 환자까지를 말하고 있다.5)
위에서 보면 국가마다 그 범주에는 차이가 있으나 시각장애인 외에 독서장애"
인 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
독서장애인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장애인 을" " . " "
세 이상의 노인 지체장애인 병중의 환자 문맹자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65 , , , .

현황2.3.2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노인은 년 이고 년 년2001 7.6% 2010 10.7%, 2020 15.1%
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맹자의 경우에는 년 세 이상 인구 가운데. 1995 25
초졸 이하가 인 명으로 보고되었는데 년 년26.6% 6,987,178 1990 33.4%, 1985

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년 세 이상 인구 중 초졸 이하는43.4% 2000 25 19.8%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명이 된다 유병률은 전체 인구. 5,821,213 .
의 이고 활동제한일수는 일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마비 또는 양22.4% 6 . ,
손 및 양팔에 장애가 있는 상지체장애인만을 통계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 지체장

애인 수 통계는 년 월말 보건복지부 등록현황에 명으로 보고되고2001 9 677,593
있다.

외국의 사례3.

미국3.1.
년 보스톤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출 봉사를 한 것을 시작으1968

로 뉴욕과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 등이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를 하였고, 1931
년에는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으로 제정되어 개의, 18
도서관 연결망이 설립되었다 년 의회도서관이 점자악보도서관을 운영하도. 1962
록 권한을 부여받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가져와 급기야는 년1978
에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서비스 가 설립되었고 이(NLS) ,
후 를 주축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의회에서 기금을 지원받NLS
고 있다 참고로 년 회계년도의 기금은 달러였다 에서는 국내. 2001 48,502,060 . NLS

5)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68133/s135z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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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 정책을 시행하는 임

무를 맡고 있다.

도서 선택과 제작①

지역도서관을 통한 자료와 관련잡지정보의 유통②

음성재생기기의 설계 개발 유통, ,③

제작물과 봉사 기준의 확립④

자원봉사자의 훈련 강습 관리, ,⑤

상호대차계획의 관리⑥

목록과 출판물의 정비⑦

시각장애와 신체장애에 관하여 전국적인 참고 자료 제공⑧

음악자료의 개발 유지 대출, ,⑨

네트웍 도서관의 감독과 지침 제공⑩

특히 여기서 네트웍을 통한 도서관 봉사는 개소의 중앙관리센타2 (Multistates
관의 지역도서관 관의 부지역도서관Center), 57 (Regional Library), 81

기기대출기관 부기기대출기(Subregional Library), (Machine Lending Agency),
관 으로 구성되어 있다(Machine Sublending Agency) .
개소의 는 북부 남부 중부와 서부로 나누어 마스터테이프를 보관 대출2 MC , , ,

용 테이프 복사 기기의 보관 대여 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복본 보관 등, , , NLS ,
각 네트웍도서관의 서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은 에, NLS
의해 조직된 관으로서 대부분 주립이나 시립의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형태이57
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신체장애자의 시설도.
있다 그리고 부지역도서관은 전부 공공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도서관에. .
의해 조직되어 지역도서관으로부터 확대도서 녹음도서를 제공받아 그 지역에, ,
살고 있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는 이용자에게 약 백만대의 재생기기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네트웍도서NLS ,
관의 자료 기기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네트웍 도서관의 직원 시설에 관, , . ,
한 경비는 각각의 네트웍 도서관이 설치된 주나 시 군 등이 담당하고 있다 또, .
한 네트웍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 외에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독자적인NLS
예산에 의하여 시각장애자 서비스를 하며 지역도서관의 운영경비는 그 도서관,
이 사립이라 해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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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 제공하고 있는 주된 자료는 일반적인 도서로서 전문서의 녹음NLS ,
도서와 점자도서의 제작 및 보급은 RFB&D, American Foundation for the

의 민간단체가 하Blind(AFB),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APHB)
고 있다 이 기관들과 는 협력체제에 있다. NLS .

년 월 일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출판된 비연극적문예작품의 복사 및1996 9 16 "
녹음물을 특수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으로 맹인이나 그 외 신체 장애자를 위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수형태" .
라는 것은 점자나 녹음 전자자료 의 것으로서 확대도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 " .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과 함께 에서는 전자 통신의 장점을 개발하여 전자NLS
점자도서 시스템을 년 월부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개의 자료를 올려1999 8 . 2,600
놓는 것으로 시작하여 년 월에는 점자잡지도 올려놓고 있다 또한 점자인2001 5 .
식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래된 점자도서도 전자화일화 하여 전자점

자도서를 더욱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

스웨덴3.2
년 맹인점자협회에 의해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 봉사를 시작했다1982 .

이후 년 맹인협회의 도서관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1953 ,
년대부터 공공도서관에서 상호대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도서관서비스주1960 .

식회사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녹음도서의 판매도 개시했다 년 후반에는. 1960
점자도서관 경비의 와 학생 지원업무에 국가에서 지원되었으며75% 100% , 1970
년대에 특수자료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맹인협회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를

국가가 이관해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년에는 시각장애인만이 아. 1977
닌 일반 독서를 하기 어려운 독서장애인에게로까지 녹음도서 등 특수자료의 이

용을 확대하고 년에는 맹인협회 도서관을 국가가 이관하여 국립녹음점자도1980
서관 을 설립하기에 이르(Swedish Library of Talking books and Braille, TPB)
렀다 여기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각장애 및 독서장애 이용자의 지역 도서관을 통한 녹음도서 제공①

점자도서의 제작 및 제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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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농자③ 6)에의 점역서비스
독서에 장애를 가진 대학생용의 교재 제작 및 제공④

점자도서 녹음도서에 관한 조언 정보 제공· ,⑤

스웨덴 국내의 녹음도서의 확충을 위한 노력⑥

시각장애자와 독서장애자를 위한 연구개발업무⑦

현재 는 국립으로서 전체 예산의 를 국가에서 지원받으면서 연구개TPB 97% ,
발사업의 하나로 라고 하는DAISY(Digital Audio-based Information System)
시각장애자와 독서장애인들의 학습과 전문지식을 위한 디지털토킹북을 개발하였

다 는 녹음도서 제작으로 년 신간 종을 제작하여 그해 총 소장자. TPB 1998 3,133
료는 종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점자자료로는 국립기기센타 국립맹학교 전57,930 . , ,
국시각장애자연맹 등에서도 제작하고 있다 학생 학습지원으로는 점자나 녹음의.
형태뿐 만 아니라 대활자본과 플로피디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점자도서.
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자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일반도서와 같

은 가격으로 점자도서의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서점에서도 점자도서 구입이 가,
능하다.
대출서비스는 년부터 시각장애인서비스 네트웍을 설립하여 에서 직접1986 TPB
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개의 주립 도서관을 포함한, . 24 286
개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그 분관 도서관 이렇게 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3 ,
그 역할이 분담되어 상호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은.
학교나 병원내의 분관을 가지고 택배서비스 등을 포함한 이동도서 서비스 체제

를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도 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을 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개인방문 우송 직접 내관 등을 통한 대출도 하고 있다, , , .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는 가 하고TPB ,
일반이용자와 같은 봉사는 즉 자료의 이용 일반적인 도서관 봉사 등은 공공도, ,
서관이 행하고 있다.

일본3.3
년 니이가타현립도서관이 맹인관람실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년 오1919 1932

사카에 점자도서관 현 일본라이트하우스 맹인정보센타 을 개관하고 년 동경( ) 1940
에 일본맹인도서관 현 일본점자도서관 이 개관되었다 이후 년에 후생성에( ) . 1957
점자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지원정책이 제정되어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6)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중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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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관의 점자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를100 .
하는 시설을 통칭 시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 이라고 하고 각각은 점자도서관 문" " , ,
화정보센타 점자도서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운영체제를 보면 공립 공설민, , ,
영 법인 임의단체 등이다 이와 같이 설치 운영주체에 많은 차이가 있고 관할, , .
정부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 그 협력체제와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도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일본점자도서관이 가장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도서관이 하, .
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 및 대출①

점자 및 녹음잡지 제작 및 배포②

정보서비스③

대면낭독④

를 비롯한 전문서적 제작 배포盲學校理療科用圖書⑤

맹인용구 연구 개발 제작 및 배포·⑥

말레이시아 사바주립도서관에 컴퓨터 및 정보기술 훈련 지원⑦

나이브넷과 디지털토킹북 온라인 서비스 주관⑧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책 발간⑨

국회도서관의 대출 위탁 업무⑩

위의 나이브 넷 이란 전국의 시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과 자원봉사단체를 네트" "
웍하여 점자 및 녹음도서의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시각장애자

를 대응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중복제작을 피.
하고 더욱 다양한 도서의 제작을 도모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정보욕구에 보다,
큰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보다 많은 도서, ·
제작과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점자도서관과 라이트하우스 문화.
정보센타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월 일부터는 시나노겐의 플렉스12 1
톡7)과 함께 각각 서버를 설치하고 디지털토킹북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7) 디지털토킹북 플레이어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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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토킹북 제작사업으로는 일본장애자재활협회부설 데이지정보센타를

발족하여 일본점자도서관 함께 국제데이지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8) 정부로부터 천만엔을 특별지원 받아 종의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5 2,500
지털토킹북 로 제작 전국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무상 배포하Daisy ,
여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도모했으며 데이지 소프트웨어도 독자적으로 계속적,
인 개발을 추진하여 일본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 봉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점자도서관보다

도 먼저 시작하였으나 다른 공공도서관에로의 확대는 없었다 그러던 것이, . 1970
년에 시각장애자독서권보장협의회가 동경도립히비야도서관에 장서의 개방을 요

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공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서

비스가 개시되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대응한 점자.
도서 녹음도서 대출 및 일반도서를 이용하여 대면낭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
직접 녹음도서 등을 자관에서 제작하는 곳도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
인 봉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장애"
를 가진 사람 들에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시각장애자가 일< 5>

반성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로 통계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시각장애인 봉사로는 학술녹음도서가 있다 전국 점자도서.
관이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신,
청하면 녹음도서의 자관 제작이 불가능한 국립도서관은 외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녹음한 후 일본점자도서관에서 복본 제작 및 대출업무를 위탁하여 시

행하고 있다 이것은 자관 제작이 어려운 국회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
를 하려고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개인이 점자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스웨덴과 같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 일반도서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점자도,
서관만이 점자도서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도서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점

자출판사도 생겨나게 되었다.

8) 현재는 일본장애자협회 만이 회원으로 하고 일본점자도서관은 협력기관으로 있(JSRP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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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에 의한 복제가 가능하고 전자계산기

를 사용한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부터 기록모체에 기록하거나 공중송신 방송(
및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 을 하는 것이, )
가능하다.

표 공공도서관 이용자 현황< 5>

1980 1986 1993 대비지수

조사대상 도서관수 123 165 217

시각장애자
50
1,257

96
2,955

125
3,581

250-130
284-121

청각장애자
9
95

30
108

51
257

555-170
271-238

신체장애자
33
213

91
684

147
1,239

445-162
582-181

기 타
10
33

31
299

53
590

530-171
1788-197

유아 초등학생· 18
97

30
224

32
169

178-107
174-075

중고등 대학생· 25
104

47
182

49
267

196-104
257-147

사회인
58
1,492

119
3,381

173
5,667

298-145
380-168

자료 시각장애자문자정보서비스검토위원회 시각장애자에 대한 문자정보서비: , 『
스의 현상과 과제 1995』 9)

9) ,視覺障碍者文字情報 檢討委員會 視覺障碍者 對 文字情報 現狀サ ビス に する サ ビスの－ 『 －

, 7課題 平成 年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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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황4.

한국에서의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는 년 한글 점자의 창안 이후부터이1926
다 한글 점자로 된 점자도서의 제작이 시작되면서 도서 대출봉사에 대한 개념.
이 생겼고 이로 인해 년 서울맹학교에서 재학생과 동문을 대상으로 점자도, 1945
서를 대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년에는 부산 라이트하우스가 리더스 다이제. 1952 『

스트 를 성서공회가 성서 를 점자 출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맹인국제원, .』 『 』

조고문위원회에서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점자도서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하였으

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봉사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봉사의 본격적 시작은 년 한1969
국점자도서관의 설립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후 잠시 운영했던 케인즈 클럽을 비.
롯하여 카톨릭맹인선교회 부설 녹음도서관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부설 점자도서,
관 대구대학교부설 점자도서관 등이 계속 설립되어 현재는 도서관 봉사를 목적, ,
으로 설립된 점자도서관 개소 복지관 내부설점자도서실 개소가 있다 그리고9 , 14 .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년 화도진도서관과1988 1989
년 효목도서관이 장애인열람실을 개설하면서부터였으며 현재는 개소가 시각, 34
장애인에게 봉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제일 큰 한국점자도서관이 하고 있는 일은 다음

과 같다.

점자 및 녹음도서의 제작 및 대출①

점자 및 녹음 잡지 발간 배포②

시각장애 학생과 전문직업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장서개발③

문화인프라 넷의 시범기관으로 장애인종합문화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각종④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 및 컴퓨터이용실 개설⑤

중도실명자 상담 및 통신 점자 교육⑥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안내 책자 발간 배포 및 관공서 가이드북 발간⑦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와 개발 협력지원S/W H/W⑧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대민홍보⑨

중국 연길시의 아베복지관에 중국교포를 위하여 매월 점자도서 기증⑩

시각장애인 용구 및 기기 대출 보급·⑪

공공도서관내 장애인열람실 등에 점자도서 보급 및 시각장애인 이용자들⑫

에게 지역공공도서관 이용 홍보



96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

및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교류IFLA DAISY⑬

위의 봉사내용은 외국과 비교하여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정부로부터의 예산지

원이 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봉사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는 현저20%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점자도서관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회. .
기업들은 아직도 수급형식의 복지에 연연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도서관에의 지원

은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점자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 중 몇 관은 점자 및 녹.
음도서를 자관에서 제작하며 각종 봉사를 하고 있고 전화 를 이용한 봉사, ARS ,
사설정보통신을 통한 봉사 등 특성화된 도서관도 있다 복지관내 점자도서실의.
경우에는 복지관 사업과 점자도서실의 사업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개의 점, 23
자도서관과 복지관내 점자도서실은 시설규모나 장서량 도서관 봉사 내용에 있,
어서 너무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공공도서관과.
문고를 구분해 놓은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도 점자도서관과

점자문고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
법 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21
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증가만으로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가 활성화되고 발전되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적인 증가만 있고 질적인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 ,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점자도서관이 개소에서 개소 개소 등으. 5 8 , 13
로 늘어나면서 일부밖에 지원되지 않는 예산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예산을 나누어 지원받게 됨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들은 봉사내용을 축소

하거나 폐지하는 등 도서관 봉사의 축소현상을 빚고 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
된 도서관에서는 아직 제작시설이 없어서 대출봉사에만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

니 총체적인 특수자료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일부 제작을 하는 것도 베스트셀,
러에만 몰려 오히려 중복제작을 부추기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점자도서관의 현황 실태 등의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들이 점자 녹음 전자 등 특수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년도 이후, , . 90

와 의 계속적인 개발로 전자매체의 이용이 늘고 있고 이용회원들 또한H/W S/W ,
이를 선호하고 있어 공공연히 대출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나 사실상 저작권

법에 의해 전자매체 즉 원문 파일의 대출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도서관에, .
서 원문 파일의 다운로드도 불가능하다 원문 파일의 이용은 아직 다른 나라에.
서도 용인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의 경우 점자전자화일은 다운로드나 플로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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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의 대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무지점자기 또는 역점역을 해서 이용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한글이 칸 또는 칸의 점자를 조합해서 한글점. 2 3
자가 이루어지므로 역점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는 하나 역점역율이 너무 낮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어문저작물을 디.
지털파일 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의 전용기록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점.
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자전자화일은 가능하지만 와 같은 디지털토Daisy
킹북은 시각장애인 등만의 전용기록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근래에 들어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적다 사극을 보면 양반의 경우 노인이 되어서도. TV
책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훈장님들도 다 연세가 있으신 노인이셨.
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 분들은 모두 경로당이나 공원으로 향한다 잡담이나 고. . ,
스톱 음주 등으로 소일을 한다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산 등, . , ,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전무하다 이제 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지.
식을 쌓고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한다 노인 재취업을 모색하, .
고 있으나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세로 이내 일자리를 잃고 마는 상황

이다 이와 같은 노인들에게 특수자료를 통한 독서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자세에 대한 시각에 변화를 준다면 그들의 삶의

형태는 바뀌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세종대왕의 한글이 창안되고 난 후 많은 평민과 여성도 한글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맹인구는 아직도 적지 않다 일부 의견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하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들에 대한 알권리 와 읽을" " "
권리 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언어의 책을" .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읽지 않는다 따라서 문맹. .
의 시민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도서관의 부족과 콘텐츠,
부족 현상이 전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터넷 인구 만2,200 ,
초고속인터넷 인구 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컴퓨터600
이용인구는 에 불과하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교육으로 소외계층에 대한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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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술습득 능력을 갖고 있

을 리 없고 구족화가도 있으나 상지체장애인 모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노령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마.
련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열람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그

담당자의 특수자료에 대한 지식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

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타부서 또는 타기관으,
로 이동하게 되어 봉사프로그램의 창의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 전체, .
의 공공도서관이 아닌 일부의 공공도서관만이 장애인열람실을 개설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정작 이용자들은 모르고 있어 이용은 극히 저조하기만 하다 이런, .
상황은 급기야 점차 자료의 증대를 축소해가거나 폐지해버리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시설면에서 보면 도서관 법령에서 보듯이 년에 제정된 법이 지금도 그대1977
로 정의되어 있다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의 시대에 과학. ,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기의 변경도 필요하고 봉사내용에 따른 시설의 변경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국 점자도서관의 개소를 제외하고는 제판기나 인쇄기가. 5
없다 사실 한국점자도서관과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관으로서.
제판기와 인쇄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부설 점자도서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설 서울점자도서관은 복지관 소속으로 제판기를 소유하

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소유라고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 외 도서관들은 전부.
점자프린트기로 인정받아 허가를 받았다 또한 근래에는 점자타자기보다는 음성.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점자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등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열람실에 있어서도 전세계 어디를 가나 열람실을 정의한 곳은 없다 시각장애인.
들이 단순한 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람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대면.
낭독실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쇄물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지 않.
는 현 시점에서 대면낭독실이야말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이용시설에 점자출판소라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아마' ' .
도 이것은 일본의 복지법령을 응용해서 제정된 것인 듯 싶다 우리나라에는 아.
직까지 이런 시설이 설립된 적도 없었고 설립될 수도 없다 시각장애인 개인들, .
은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에 관련하여 소장하고자 하는 도서를 구입할 의사는 있

으나 도서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구입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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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구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른 나라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제작하는 제작시설이 별도로 설

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점자도서관 소속은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소속 점자도서관 그리고 교육,①

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로 분리되어 있어 그 협력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강.
제성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도서관의 평가를 이용자수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보다는 자관의 실적②

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보다는 자관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점자도서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기 때문에 도서관의 봉사내용이 부실하고③

이용자에 대한 봉사가 한정되며 직원의 이직률도 높다, .
전체 도서관의 네트웍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개소 안팎의 도서관에서 점10④

자 및 녹음도서의 중복제작을 하고 있어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 선택 폭이 좁다.
점자도서관마다 자료정리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⑤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은 전세계 어느 곳을 보나 독서이용을 위해 직접 내관하⑥

기보다는 우편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에는 점자도서.
관도 열람실을 꼭 필요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점자 및 녹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저작권법 예외조항이었고 최근 시각장애,⑦

인등의 전용 기록방식은 예외로 저작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후에,
전용기록방식으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수자료의 이용대상이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⑧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 과정에도 특수도서관 운영 과정은 거의 개설되지 않고⑨

있는 형편으로 특수도서관이 증가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사서가 특수자료나 시각장애인⑩

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해서 시각장애인 이용자와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정기간 이후 자리이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의 설치가 미비하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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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조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가격이 고가여서 구입이 어렵다.⑫

정부의 정보화정책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⑫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과 같이 하나의 중앙 점자도서관을 주축으로 광역시와 도에 점자도서①

관을 하나씩 설치하고 그 외 전체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 서비스를 실시

하도록 체제를 갖춘다.
전국 점자도서관을 네트웍하여 중복제작을 피하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쉽게②

소장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자도서관 운영에 책임을 져서 보다 확충된 서비스③

를 전개한다.
점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모두 열람실보다는 대면낭독실을 갖추도록 한다.④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 담당사서는 특수도서관 운영과정을 이수한 자' '⑤

로 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사서로서 자리 이동시에도 같은 특수자

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에게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전체 공공도서관이 모두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함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⑥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자료의 이용을 독서장애인까지 확대한다.⑦

단순한 문헌전달이 아닌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지식습득과 정보화 사회⑧

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자료 매체의 개발과 함께 매체와 관련기술개

발이 필요하다

전문서비스는 특수도서관이 일반봉사는 공공도서관이 역할 분담하도록 한다, .⑨

특수자료를 일반자료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⑩

요하다.

결론5.

미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는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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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 제작한 특수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극대효과를 얻기 위함이

다 장애인 도서관 봉사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국립의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지.
방의 점자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이 네트웍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개해나

가는 체제에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모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
구 개발하고 있으며 전세계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초월한 봉사를 하· ,
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문헌전달의 도서관 역할에서 학습과 전문.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개발과 기술개발을 응용한 와S/W

의 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신지식인으로 유도H/W
하는 전문기관으로 문화를 접하는 문화예술센터로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도, ,
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년 를 앞두고 도서관 발전계획을 그리고 있다 년까지2006 IFLA . 2011
공공도서관 관 만들기 도서관장서 확충 정보화시대의 안방자료실 각종 도750 , , ,
서관 기능 활성화 등 이런 발전과 함께 특수도서관의 발전도 모색해야 한다 작, .
은 문고형 점자도서관의 양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방 거점의 도서관과 그 아래 공공도서관을 네트웍으로 연

결하여 일반 참고봉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전문 참고봉사는 특수도서관에서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은 국립의 특수도서관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
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부관련 자료와 논문 학술지 등의 전문지식 제공,
과 함께 이상의 특수자료를 제작 전국의 특수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보급80% ,
하고 지방거점의 도서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참고봉사를 하도록 하며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보다 가깝게 주,
민에게 가까이 가는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독서

장애인들의 지식향상과 생산적인 여가 활용 등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게 같은 시간. "
에 같은 자료를 그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특별한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하, , ,
도록 해야 한다 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마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 "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말이 있듯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도서관의 설립이 하"
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점자도서나 녹음도서가 시중에 출.
판되어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제작기술도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
니며 장애인을 위한 봉사나 컨텐츠 개발도 하루 이틀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
점자도서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지,
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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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진대학교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hkchoi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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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의 근대화에 기여할 사서직 양성을 주된 목표로

년 연세대학교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처음으로 설립함으로써 출발하였1957
다 이후 년이 지난 현재 개 대학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석사 개교 박사. 45 32 18 ,
개교로 그 양적인 발전은 지대하다 또한 학문적 발전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7 .
문헌정보학 관련학회들이 설립되어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하게 하는 장이 마련되

어 문헌정보학은 그 발전적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과정과 학회의 설립으로 인한 문헌정보학의 급성장은 단행본의 개

발 및 번역서를 필요로 하게 되어 학문적 역량의 발전도 병행되어온 것으로 생

각된다.

학문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
들을 사고의 재료로 삼게되며 그 사실들을 고정된 실재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른,
변용의 관점으로 봄으로써 인식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은 자칫 과거의 사실에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

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단행본의 학술적 가치는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이 학문적 발전에 끼친 영향분석은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문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시대적인 발전성장 속도에 맞추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제영역구분이 시도되

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식정보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화 현상들을 그저 아무런 규제도 없,
이 흡수 적용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만의 고유한 신토불이 한국· .
적 문헌정보 현상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주제영역구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는 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 ,
의 발전추세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제영역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
첫째 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며, ,
둘째 문헌정보학의 연구특성 연구영역 및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
며,
셋째 문헌정보학의 특성과 영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영역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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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의 특성2.

에 의하면 학문이 가지는 특성을 새로운 이론이나 과정의Thomas S. Kuhn “
모델이 수정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학문의 특성이 변환된다"2)고 피력하였다.
금세기 후반에 일어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문헌정보의 관리 및 봉사

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영역에 의 현상이론이 나타나고Kuhn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세기말에 의학분야와 화학 및 사회과학분야인 심. 19
리학을 통합 응용한 학제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시· .
말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개념,
또는 사고방식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연구 진행방법을 제안하거나 지금까지 설, ,
명할 수 없었던 것보다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심도있는 학문적 이론들을 개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론이다· .
또한 그는 중요한 학문발전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즉 변화의 정도가 매우 급진적일 경우 패러다임 이라고, Kuhn (Kuhn paradigm)
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약간 수정했을 경우 패러다임 변형이라고 한다, . Kuhn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했을 경우는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시대의 변천 문화 전통 학문관의 차이 새로운 지식영, , , ,
역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변화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 .
정보학이 궁극적으로 이용대상인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본질과 그

소산인 문화를 연구한다고 간주한다면 인문과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 물론
정보 유통과정 및 도서관 정보자료실 등 정보담당기관의 발생 등을 사회적 문, ·
화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사회과학 혹은 응용과학의 한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헌정보학의 발생원류는 이용자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그 동안 학문적 특성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학문명칭상에서 도서.
관학 도큐멘테이션 정보학 그리고 문헌정보학으로의 발전적 추세를 보인 것은, ,

의 패러다임 변형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Kuhn .

2)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43-50.

3)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제 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4 , :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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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년에 자신의 저서 도서관학개론P. Butler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4)에서 당시의 도서관학을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의 복잡한 행위를 설

명하는 과학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하게 된다.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도서관학은 단순한 기술적인 면을 중시하는 실무차원

을 넘어서 과학 특히 인문과학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론이 대두된 것이다, .
그러나 학문적 인식론이 변하였다고 해도 도서관 실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강

조하는 학문적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시기에 들어 실질적인 과.
학의 학문으로서 도서관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래에는 도서관학. ,
개론이라고 하면 흔히 도서관 관리상의 기술과정적인 면에만 치중한 통론적인

범위를 넘지 못했다고 하는 통속적인 관념을 지양하고 보다 더 인문학적인 사,
상내용과 접근방법으로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상하고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이론 개론적인 전개를 이처럼 이례적으로, ·
시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 M.E. Egan "
식체계(social knowledge system)"5)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이며 그 과업활동으로,
써 기록정보의 생산 수집 자료조직 보존 전달까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 · · · ,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보학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을 사회적 지식체계 또는 사회지식체계 로 정의한 것은 도서관Egan ( )

을 단순한 정보의 수집 조직 배포 이용만을 다루는 사회기관으로 보지 않고, , , ,
도서관을 지식의 사회적 축적과 배포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지식을 형성해 나,
가는데 필요한 사회구조로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도서관봉사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봉사의 차원이기보다는 개인이나 사회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사상을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하는데 도와주며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가 공공도서관을 공공지식. B. Usherwood (public knowledge)6)
으로 파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식과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은 와 의 다음과, W. Crawford M. Gorman

4)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3), pp. xi-xvi.

5) M.E. Egan. The Library and Social Structure, Library Quarterly Vol. 25, No. 1(1955).
pp. 15-22.

6) B. Usherwood. The Public Library as a Public Knowledge, 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Ltd, 198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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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에 관한 것만을 전적으로 다. "
루지는 않는다 도서관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문헌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록된.
지식을 보존하고 배포하고 이용하는 것을 다룬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
지적으로 되도록 하며 지식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며 종국에 이르러 지, ,
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7)

에 의하면 문헌정보학의 과학적 연구는 개념이나 개념들 간의B.C. Vickery , "
관계 가설과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8)고 지적하며 그는 기초연구를 때때로 연구자체를 위한,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응용연구는 시스템.
분석이나 운영연구와 같은 특정한 연구기술들을 포함하게 되며 현실에서의 특,
정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 의하면. J.H. Shera
문헌정보학 문헌을 보도와 고증 연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연구의 부류에 속,
하는 문헌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다.9) 또한 그는 문

헌정보학 연구가 지나치게 지엽적 관찰이나 한정된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대부분

의 연구들이 응용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0)
는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문헌정보학 문헌을 연H. Goldhor

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11)
첫째 엄밀한 의미의 연구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
는 발표된 연구들

둘째 발표된 것과 미발표된 것을 포함하여 수적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서비스연구 또는 응용연구들

셋째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며 특정한 상황 또는 의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보고서들

넷째 원자료 등으로 보았다, .

7) W. Crawford & M.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p. 5.

8) B. C. Vickery. Academic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7, No. 3(July 1975). pp. 153-160.

9) J.H. Shera. Darwin, Bacon and Research in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 13,
No. 2(July 1964). p. 145.

10) Ibid. p. 147.
11) H. Goldhor.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Research in Librarianship.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72. pp.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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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용적연구와 서지학적연구 학문적연구 그리고 과학적연구에M.J. Lynch , ,
의한 그녀 자신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12) 그녀에 따르면 실용적연구는 정
보를 이용한 문제 해결로 서지학적연구는 기존 견해들의 정리로 학문적연구는, ,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구성 분석으로 그리고 과학적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
에 의해 특정지어진다고 보았다.

와 는 이제까지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연구들의 상당수C.H. Busha S.P. Harter "
가 질적으로 떨어지고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13)고 지적하고 있으며,

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차후의 연구나 응용을 위한 올바른 문W.R. Converse "
제제기와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실패"14)하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과 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대부분의 초기 문헌들J. Martyn F.W. Lancaster "
이 연구로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 위주로 되어 있음을

지적 하였다" .15)
한편 한국문헌정보학의 특성은 방법론상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자체, , ,
내의 이론이 부족한 점 연구방법에 있어 너무 양적연구를 중시한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다.16)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적연구의 편향성 문제로

서 즉 이것은 양적연구 대 질적연구 간의 논쟁이 우리 분야에서 거의 전무하다, ,
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적연구가 우세하였다는 논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같은 현상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연구라기보다는 자기견해를 제시하

는 문헌들과 도서관 현상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연구, ( ) .記述的

들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처리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나 행위의 본질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관찰과 제한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

어 일반적이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편협하게 흐를 개연성이 많다.

12) M.J. Lynch. Research and Librarianship : An Uneasy Connection, Library Trends,
Vol. 32, No. 4(Spring 1984). pp. 367-383.

13) C.H. Busha & S.P. Harter.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p. 7.

14) W.R. Converse. Research: What We Need, and What We Get, Canadian Library
Journal, Vol. 41, No. 5(October 1984). pp. 235-241.

15) J. Martyn & F.W. Lancaster. Investigative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An Introduction. Arlington, VA: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81. p. 193.

16) 정동열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서울 구미무역 주. , : ( ), 1992. p.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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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문의 구축단계에서는 변화된 기술적 경제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본질적 문제보다는 피상적 현상에 집중하였으며 이로 말미암,
아 학문적 영역의 많은 부분을 다른 학문분야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

에서 개발된 이론과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용시키는 실험대상으로 제공하고 말았

다.
문헌정보학이 그동안 인문과학으로서 그 학문적 주류를 이루었으며 지식과,
지식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정보문제의 극복을 위한 인간의

정보행위를 핵심분야로 하는 인문학으로서의 지류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특성을 살펴본 바 방법론의 취약성 이론부족 연구방법, , ,
상의 양적편향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학문의 전략적 발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정보사회의 문제와 관련하,
여 학문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과학을 기본구조로 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문헌정보학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영역3.

급속하게 팽창해 가는 정보사회에서 수많은 정보화 현상들을 막연한 경험 지

식이나 무분별한 외국이론의 적용만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한국적 문헌정.
보 현상을 잘 이해하고 예측하여 실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문헌정보학

의 연구영역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를 주된 매체로 하는 종래의 도서관

자료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통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정보의 인식과 그 정보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정.
동열에 의하면 이러한 문헌정보학이 갖고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종합성 현실적" ·
합성 과학성으로 구분· "17)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학문영역 연구방향 지식이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 , .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성은 문헌정보학이 인문과학의 속성을 가지고 사회과학으로서의, ' ' , ,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 실현방법인 과학적 요소를 내포하,

17) 정동열 앞의 책. , 1992. pp.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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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특정한 문제를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며 연구에 있,
어서도 통합과학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이

다.
이런 특성은 하나의 통합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아

니라 각종 통합과학의 연구대상들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사회체계를 형

성하고 있는 만큼 개별과학도 전체 체계와의 연관하에서 전개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여러 개별과학은 각각 현실의 사회구조에 의거한 입체적 상호연관을 이루,
면서 정립되어 전체로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현실적합성은 문헌정보학이 인문과학적인 속성과 다양한 유형의 정보, ' ' ,
를 조직 관리하는 기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정보활동이라·
는 사회적 현상으로 귀착되는 사회과학적인 속성에 의해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나 방법 등이 실제의 행위를 나타내게 됨.
으로 연구방법 분석과정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습득 등의 능력을 확보하, ,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이 갖고있는 특징은 과학성이다 이것은 연구자의 자' ' .
의가 배제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문헌정보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필모는 문헌정보학을 기록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축적 검색 전달 이용을" , , , ,
위한 과학적인 통할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18)으로 내용의 본질적인 측면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재철은 문헌정보학의 학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
여 문헌정보를 문헌에 담긴 정보 즉 정보를 담은 문헌 또는 문헌이란 말과 정" ,
보란 말이 합성해서 생산된 제 의 새로운 개념을 지닌 말로 종래의 문헌이 지녀3
온 개념을 넓혀 도서와 비도서에 수록된 정보는 물론 컴퓨터에 수장된 정보까지

도 포함하는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종전의 도서관학보다 연구대상과 범위가

넓은 학문"19)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동열은 문헌정보학을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최근에 발달한 정보학 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 타당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독자적인

학문분야"20)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18) 정필모 앞의 책. , 1996.
19) 이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권 호. , 7 2 (1990). pp. 3-34.『 』

20) 정동열 앞의 책. , 199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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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패러다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주제분야는 지식의 중심이L. Asheim "
되는 주제영역은 없으나 중심이 되는 개념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식의,
중심은 전문적인 태도이며 그 태도를 창출하는 자료와 도구 그리고 봉사를 그

지식의 중심에 포함시켜야 한다"21)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료 도구 그리고 봉사. ,
라는 분야로 구분하여 영역을 나누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3 .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주제분야를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범주로R.H. Hoyt
구분하고 있다 즉 정보학 전자계산학 정보학이나 전산학에서의 선택. , ① ② ③

문헌정보학 데이터처리④ ⑤ 22) 등으로 구분하고 정보학을 도서관학에 포함시킨
다면 도큐멘테이션의 일부로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문헌정보학을 정보학.
속에 포함시켜 학명까지 진보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는 문헌정보학을 도서관 활동의 본질을 탐구하는 새로운 분야이R.C. Swank "
며 도서관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 "23)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보처리기관에 공통적으로 정보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다음과 같이 분야로 규정하였다 정보와 이용자 자료의 조직 공공봉3 . ① ② ③

사기관으로서의 정보센터 등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영역구분은 전통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초기의 연구결과들이다.
는 년대에 문헌정보학 영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는 문헌정보학의Shera 1980 .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역구분을 다음 표 과 같이 개의 영역으< 1> 9
로 제시하고 있다.24)

21) L. Asheim. The Core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Chicago : ALA, 1981. p. 51.
22) R. H. Hoyt. A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American Documentation,
Vol. 20, No. 3(1969). pp. 358-361.

23) R.C. Swank.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Special Libraries Vol. 59, No. 2(1968). pp. 40-44.

24) J.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1972. pp.
3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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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주제영역구분< 1> Shera

주 제 영 역

입문과정. (introduction)Ⅰ

문헌정보학일반 전문직    (LIS), (professions)
도서관경영    (library administration)
독서지도 정보사회론    (reading guidance), (information social theory)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people & communication)Ⅱ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communication & the individual)
사회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in society)
검열과 지적자유    (censorship & intellectual freedom)
도서관변천사    (evolution of libraries)
미래도서관    (the library in the future)

자료의 역사 유형 보급. , , (history, type, distribution of material)Ⅲ

출판 장서개발    (pu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비도서자료 녹음    (non-book materials), (recordings)
축도    (miniaturization)

자료접근법 서지학적 조직. : (tools for access to materials : bibliographicⅣ

   organization)
분류 목록    (classification), (cataloging)
색인 초록    · (indexing & abstract)
자동화 정보미디어    (automation), (information media)
정보검색 서지학    (information retrieval), (bibliography)
계량서지학    (bibliometrics)

자료접근법 정보원. : (tools for access to materials:information sources)Ⅴ

사전 백과사전 연감    (dictionaries), (encyclopedias), (an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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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기관화.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brary)Ⅵ

도서관조직 도서관관리    (library organization), (library management)

서비스. (services)Ⅶ

상호협력 서비스평가   (interlibrary cooperation), (evaluation of services)

도서관학연구. (research in librarianship)Ⅷ

참고봉사     (reference service)

요약. (summary)Ⅸ

통합성 도서관의 미래     (integration), (the future of the library)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역구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참고업무< 1> ,
자료선택 목록과 분류 도서관경영 등 네 개의 주제가 년대에 채택 적, , 1940-1950 ·
용된 주제들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을 사회기관의 일부분으로.
다루는 주제가 년대 말에서 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다시 정보학1960 1970 .
주제를 추가하여 통합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보공학 인공지능 등의 분야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
이 같은 주제영역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는. Shera
입문과정을 학문의 철학적 기반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주제를 이 영역에 포함시

키고 있다.
그리고 는 당시까지 수행되어 온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가지로C.H. Busha 16
구분하고 있다.25) 그가 제시한 영역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와 같다< 2> .

25) C.H. Busha. Research Methods, Encyclopedia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Vol.
25, No. 3(1980). pp. 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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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주제영역구분< 2> Busha

주 제 영 역

문헌정보학일반 (LIS)
전문직 (professions)
도서관사 (library history)
연구방법론 (methodology)
참고봉사 (reference service)
도서관경영 (library administration)
색인 초록· (indexing and abstract)
분류 (classification)
목록 (cataloging)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이용 자 조사( ) (user study)
자동화 (automation)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정보미디어 (information media)
서지학 (bibliography)
계량서지학 (bibliometrics)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역구분은 문헌정보학의 대다수 학자들이< 2> ,
전개시키고 있는 일반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영역구분은 기존문헌이나 정보.
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연구분야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응용기술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정보의 역할과 정보의 형태를 위

한 기술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형태와 정보업무를 위한.
실무응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에서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영역은 도큐멘탈리스트 정보전문가 등Unesco ,
여러 형태의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는데 공동기반이 되는 기초영역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문헌정보학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개의 영역으로 나. 5
누고 각 영역이 포함해야 할 이론과 실무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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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영역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과 같다Unesco < 3> .26)

표 의 주제영역구분< 3> Unesco

주 제 영 역

인간 커뮤니케이션 (human communication)
이론면 정보전달과정    (theory sphere) : (information dissemination course)
실무면 번역    (practice sphere) : (translation)

이용자 연구 (user study)
이용자행태와 이용자요구    (user behavior and information demand)
이용자조사    (user study)

정보원 도큐멘테이션( ) (source of information (documentation))
일반적인 조사    (general investigation)
참고봉사    (reference service)
사회과학    (social science)
정보미디어    (information media)

정보데이터의 축적과 검색 (storage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data)
목록 분류    · (cataloging & classification)
컴퓨터 이용    (computer use)
시스템평가    (system evaluation)
색인 초록    · (indexing & abstract)

26) One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for Unesco, Unesco for Libraries,
XXXI(March/April) 1982.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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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organization)
경영기술 (administration technic)
시스템환경 (system environment)
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시스템분석 (system analysis)
복제 (copy)
자동화 (automation)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서 제시한 영역구분은 전술한 제이론보< 3> , Unesco
다도 비교적 정보학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이용면에만 편중되지. ,
않고 어느 정도 전통적인 도서관학 영역도 남겨두고 있다 또한 이 영역구분은.
기초교육이 여러 형태의 전문가간의 공동기반이라는 관점에서 특수한 전문영역

보다는 오히려 기초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의. Unesco
영역구분은 문헌정보학 영역구분의 고전적 형식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
서 비교적 학문의 발전적 패러다임에 맞추려는 측면에서 영역구분이 비교적 광

범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등은 문헌정보학의 영역구분을 차적으로 일반연구 이론, P.E. Feehan 1 ' ', '
연구 응용연구 등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차적으로 개의 주제로 세 구', ' ' 3 2 24 ( )細
분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영역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와 같다. < 4> .27)

표 의 주제영역구분< 4> Feehan

주 제 영 역

일반연구 (general study)
도서관사    (library history)
전문직    (professions)

27) P.E. Feehan, W.L. Gragg, W.N. Havener, D.D. Kester. Library & InformationⅡ

Science Research :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9, No. 3(1987). pp. 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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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opyright)
문헌정보학교육    (information education)

이론연구 (theory study)
문헌정보학일반    (LIS)
정보학개론    (informatics introduction)
서지학개론    (bibliography introduction)
계량서지학    (bibliometrics)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정보구조    (information structure)
정보조직    (information organization)
정보배포    (information dissemination)
정보미디어    (information media)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응용연구 (application study)
도서관경영    (library administration)
참고봉사    (reference service)
독서지도    (reading guidance)
분류    (classification)
목록    (cataloging)
시스템분석    (system analysis)
자동화    (automation)
이용 자 조사    ( ) (user study)

기타관련 연구 (other study)
출판    (publishing)
도서판매    (book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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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주제영역은 이론과 실무 응용을 조화롭게 발< 4> , ·
전시킨 비교적 효율적인 영역구분이다 또한 이 영역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
과 능력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는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다음 표 와 같이 차적Järvelin & Vakkari < 5> 1
으로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적으로는 개 주제로 세분하고 있다11 , 2 23 .28) 이
러한 주제영역은 앞서 언급한 어느 학자보다 광범위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표 의 주제영역구분< 5> Järvelin & Vakkari

주 제 영 역

전문직 (professions)
도서관사 (library history)
출판 도서사 포함( ) (publishing<incl. book history>)
문헌정보학 교육 (education in LIS)
연구방법론 (methodology)
분석 (analysis)
도서관 정보 서비스· ( library & information service)
대출 및 도서관 상호대차    (circulation or interlibrary loan)
장서관련 연구    (collection study)
정보 참고봉사    / (information/reference service)
이용자 교육    (user education)
도서관 건물 및 장비    (library building or facilities)
행정 및 계획    (administration or planning)
자동화    (automation)
기타 서비스 및 활동    (othe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상호 관련된 활동    (interconnect activities)

28) K. Järvelin & P. Vakkari.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Research, Vol. 12, No. 4(1990). pp.
3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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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축적 및 검색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목록 분류 및 색인    (cataloging), (classification or indexing)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서지 및 서지데이터베이스    (bibliographies or bibliographic database)
기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other types of database)

정보추구행위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정보배포    (information dissemination)
정보 및 이용자    (users of channel or sources of information)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이용연구 (us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정보추구 탐색 행위    ( )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정보의 이용 정보관리    (information use), (information management)
과학적 전문적 커뮤니케이션    · (scientific & professional communication)
과학 및 전문적 출판    (scientific or professional publishing)
인용형태 및 구조    (citation pattern and structures)

문헌정보학의 기타 측면 (other aspects of LIS)
기타 연구영역    (other study)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역구분은 이론적 기초부터 전문적 응용적< 5> , ,
연구까지 비교적 다양하고 광범한 주제로 구분해주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 정. ,
보관리 과학적 출판 등의 범주를 정하여 이 범주 안에서 문헌정보학 관련영역,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개발을 위해서 정보의 역,
할과 정보업무의 효율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영역구분은 등이 제시한 구분보다 광범위하고 정보기술영역이 두드러지Feehan
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처럼 학자들의 관점 대상 목적 등에 따라 영역구분은 다, , ,
양하며 공통점을 구축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로 나열했던, . ,
제 이론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영역구분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상에서 제시한 명의 학자와 기관에서 제시한 영역구분에서 유사한 것끼리4 1
범주화하여 공통주제를 다음 표 과 같이 영역구분표를 추출하였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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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 영역구분< 6>

학자및기관

주제영역
Shera Busha Unesco Feehan Järvelin &

Vakkari
문헌정보학일반 ○ ○ ○ ○ ○

목록 ○ ○ ○ ○ ○

분류 ○ ○ ○ ○ ○

색인 초록· ○ ○ ○ ○

전문직 ○ ○ ○ ○ ○

연구방법론 ○ ○

도서관사 ○ ○ ○ ○ ○

도서관경영 ○ ○ ○ ○ ○

참고봉사 ○ ○ ○ ○ ○

정보이론 ○

문헌정보학교육 ○ ○ ○

커뮤니케이션 ○ ○ ○ ○ ○

독서지도 ○ ○ ○ ○

이용 자 조사( ) ○ ○ ○ ○

자동화 ○ ○ ○ ○ ○

정보검색 ○ ○ ○ ○ ○

정보미디어 ○ ○ ○ ○

정보관리 ○

정보배포 ○

저작권 ○

시스템분석 ○ ○

서지학 ○ ○ ○ ○ ○

계량서지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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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 은 상기에서 분석한 학자와 개의 기관에서 제시한 주제를 모두< 6> 4 1
망라한 종합적인 영역구분표이다 이 영역구분표에서 개이상의 공통된 영역을. 3
공통주제영역으로 추출하였다.
제 이론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문헌정보학일반 목록 분류 참고봉사 커뮤니케, , , ,
이션 자동화 정보검색에 관한 주제는 거의 대부분이 주제영역으로 포함시키고,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이론 주제분야는 거의 모두가 정보검색에 포함.
시켜서 주제를 취급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제영역이· ,
크나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기에서 추출한 공통의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과 같다< 7> .

표 외국의 공통주제영역구분< 7>

주 제 영 역

문헌정보학일반

목 록

분 류

색 인 초 록·
전 문 직

도 서 관 사

도 서 관 경 영

참 고 봉 사

문헌정보학교육

커 뮤 니 케 이 션

독 서 지 도

이 용 자 조 사

자 동 화

정 보 검 색

정 보 미 디 어

서 지 학

계 량 서 지 학



도서관 년 봄호Vol.57 No.1(2002 ) 123

상기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개의 주제영역으로 구분하< 7> 17
였다 결과적으로 종합영역구분표 표 에서 제시된 연구방법론 시스템분석. < 6> , ,
정보이론 정보관리 그리고 정보배포 저작권 등이 표 의 구분에서 제외되었, , < 7>
다 이는 개이상의 공통주제만 추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 3 .
면 연구방법론 시스템분석 정보관리 그리고 저작권 등은 각각 하나의 주제영역, ,
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총 개 주제영역으로. 21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문헌정보학 영역구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보고서1989 '

'29)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문헌정보학의 주제영역구분을 일차적으.
로 입문분야 기술업무분야 참고봉사 서지분야 도서관경영 정보시스템 어학분, , / , , ,
야 기타 등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과 같, 6 . < 8>
다.

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제영역구분< 8>

주 제 영 역

입문분야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정보학개론    ,
서지학 계량서지학 커뮤니케이션론    , ,
이용 자 연구 도서 및 인쇄사    ( ) ,

기술업무분야

장서구성론 고급분류 고급목록    , ,
고서정리법 비도서자료 색인 초록    , , ·
전문직 정보미디어 정보검색론    , ,

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문헌정보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보고서 제 호 서. ( 89-16-71 ),『 』

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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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봉사 서지분야/
이용자봉사 참고자료 특수매체론    , ,
이용 자 조사 독서지도    ( ) ,

도서관경영

도서관건축론 도서관자동화    ,

정보시스템

시스템분석 사무자동화 전산입문    , ,

어학분야

한서강독 일서강독 영서강독    , ,

기타

도서관학연구법 사서실습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이론적 입문기초부터 전문적 응용까< 8> ,
지 광범위한 주제영역으로 전개해주고 있다 이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해주기.
위한 함축적 주제를 포괄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학분야가.
영역구분에 포함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한 형식으로는 볼 수 없

다 또한 그 동안의 학문적 발전속도에 비추어 보면 구태의연한 영역구분으로밖.
에 볼 수 없다.30)
한편 최성진은 문헌정보학을 정보의 속성 정보의 유통 정보의 처리, 1) , 2) , 3) ,
정보봉사 등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4) 4 .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와 같다< 9> .

30)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해서 창사 이춘희교수 정년기념논총. " ", . 1993. pp.『 』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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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성진의 주제영역구분< 9>

주 제 영 역

정보속성

문헌정보학일반   
분류 목록 자료조직    , ,
도서관경영 전문직    ,
연구방법론 도서관사    ,
서지학 계량서지학    ,

정보유통

자동화 정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

정보처리

정보관리 문서관리 정보검색    , ,
색인 초록    ·

정보봉사

참고봉사 문헌이용법 이용 자 조사    , , ( )

상기 표 에서 본 바처럼 문헌정보학의 기본주제를 정보로 규정하고 여< 9> , ' '
기에서 파생된 논리 이론 조건 상황 등에 맞는 주제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 , .
처럼 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영미가 그의 지식구조론에서 문헌정보학의"
핵심개념으로서 정보와 지식"31)으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도서관이라는 기관명에서 정보와 지식에로의 패러다임의 변환은 인식' ' ' '
론적 변화라고 생각되며 또한 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 '
진보적 이념으로의 사고전환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동열은 년에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 1993 "
한 연구 에서 문헌정보학분야 개 학회지에 발표된 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3 338
론과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추출된 영역구분을 다음 표 과 같이, < 10>
구분하고 있다.32)

31) 정영미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 , 1997. p. 9.『 』

32)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 “ ”,『
지 권 호, 14 2 (199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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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동열의 주제영역구분< 10>

주 제 영 역

문헌정보학일반

전문직

도서관사 전적사/
저작권

연구방법론

정보이론

문헌정보학 교육

서지학

체계서지학 분석서지학,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자료관리, ,
장서개발 참고 정보봉사,
이용교육 독서지도 열람 및 대출/ ,
건물 및 비품 협동체제,
기타 봉사 및 활동

정보축적 및 검색

목록

분류 및 색인

정보검색

자동화

정보유통 및 배포

이용 및 이용자

계량정보학

기타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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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 에서처럼 영역구분을 제시하고 한국문헌정보학 이론이 향후 추< 10> ,
구해야 할 방향을 논의한 이론의 효율성과 관련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각각 고,
저로 양분하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효율성추구형은 이론의 효율성은 높4 . ,
은 반면 관련성은 낮은 유형으로 외국의 효율성이 높은 이론만을 추구할 때 나,
타나는 형태이다 관련성추구형은 이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
으나 실무에의 관련성이 높은 이론을 의미한다 초보형은 효율성과 관련성이 모.
두 발달되어 있지 않은 초보단계의 이론형태를 말하며 효율적관련형은 효율성,
도 높고 관련성도 높은 이론의 유형을 뜻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이론은 이론정립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초보형에 머무르고 있는 것

으로 분석33)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파생된 주제영역의 구분이기 때문에 주정보원으로 삼기에

는 결함이 있으나 그동안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표명한 주제영

역을 참고하는 데에는 차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다1 .
정필모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영역을 차로 개 주제로 구분한 뒤 차 구분으1 7 2
로 개 주제로 세분하고 있다 다음 표 은 정필모가 제시한 연구영역의27 . < 11>
세분화를 나타낸 것이다.34)

표 정필모의 주제영역구분< 11>

주 제 영 역

역사적연구1.
도서관문화사    
도서관사 문자사 인쇄사       , ,
문헌정보학사    
서지학사 교수학사 목록학사 교감학사 판본학사       ( , , , )
도서관학사    
정보학사    

33)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 “ ”,『
지 권 호, 14 2 (1993). p. 38-39.』

34) 정필모 앞의 책. , 1996. pp. 1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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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연구2.
정보전달이론     (communication)
정보경제론 정보산업론 학술정보유통론       , , ,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자료원연구3.
정보생산원조사론 정보자료선택론     ,

정보처리연구4.
문헌분류론 자동화분류법 목록조직론     , , ,
자동화편목법 색인작성법 자동화색인법     , ,

이용전달방법연구5.
독서교육론 참고문헌조사론 인문과학문헌론     , , ,
사회과학문헌론 과학기술문헌론 정보검색론 서지학     , , ,

운영관리연구6.
도서관운영론 관종별운영론 정보관리론     , ,

기타7.
정보정책론 도서관상호협력 사서직의 전문성     , ,

표 에서 나타난 바처럼 차 영역구분을 가지로 나누고 차 영역을< 11> , 1 7 2 27
개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정필모가 오랜동안 연구해온 집적.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특성은 이론 대 실용 양면을 적절하게 균.
형을 이룸과 동시에 학문의 발전성장에도 속도를 맞추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정태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영역을 개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25 .
이 구분은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라기보다는 국내도서관관계저서목록'

을 작성하면서 구분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하지 못하고 단행본 성(1987-1997)'
격에 따른 임의적 구분 성격이 강하다 그가 제시한 연구영역은 다음 표. < 12>
와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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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정태의 주제영역구분< 12>

주 제 영 역

문헌정보학일반 사상 운동 철학 기념논집1. · · · ·
건축 환경 인테리어 비품포함2. ( · · )
경영 행정3. ·
기록자료4.
기호학5.
도서자료6.
도서관 문서관 정보관7. · ·
독서8.
목록9.
문서10.
문자11.
미디어12.
분류 학문분류 포함13. ( )
비도서자료14.
사회15.
색인 초록16. ·
서지17.
역사 지리18. ·
이미지19.
인쇄20.
전산화 정보화 디지털21. · ·
정보22.
출판 저작권23. ·
커뮤니케이션24.
통계25.

35) 최정태 국내도서관관계저서목록 국립대학도서관보 집. “ (1987-1997)”, 16 , 1998. pp.『 』

25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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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정태는 문헌정보학의 영역구분을 학문적 기< 12> ,
준에 의한 원칙을 가지고 영역구분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단행본의 성격에 따라

광범하고 세분화한 망라적 기준에 의해 주제영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철. ,
학 운동 인테리어 기호학 이미지 디지털 통계 등의 주제구분은 다소 광범한 주제· · · · · ·
영역구분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진보. ' '
적 주제개념에 적합한 영역구분이라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문의 속성 특성 그리고 발전적 성장속도, ,
에 맞추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제영역구분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완성형적인 영역구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문헌정보학이 학제적 성격.
과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 그리고 기술중심적 과학으로 변환하는 속도가 여느

학문분야 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과 실제의 조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역구분이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영역구분을 다시 대비 분석하면 다음 표 과 같다· < 13> .

표 한국의 주제영역구분< 13>

학자 및 기관

주제영역

대학교육

협의회
최성진 정동열 정필모 최정태

문헌정보학일반 ○   ○   ○

목록 ○ ○ ○ ○ ○

분류 ○ ○ ○ ○ ○

색인 초록· ○ ○ ○ ○ ○

전문직 ○ ○ ○

연구방법론 ○ ○ ○

도서관사 ○ ○ ○ ○ ○

도서관경영 ○ ○ ○ ○ ○

참고봉사 ○ ○ ○ ○

정보이론 ○ ○

문헌정보학교육   ○  
커뮤니케이션 ○   ○ ○ ○

독서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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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및 기관

주제영역

대학교육

협의회
최성진 정동열 정필모 최정태

이용 자 조사( ) ○ ○ ○

자동화 ○ ○ ○ ○ ○

정보검색 ○ ○ ○ ○ ○

정보미디어 ○ ○     ○

정보관리 ○ ○

정보배포 ○

저작권 ○ ○

시스템분석 ○

서지학 ○ ○ ○ ○ ○

계량서지학 ○ ○ ○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술한 한국의 문헌정보학 영역구분을 통합한< 13>
것이다 학자와 개 기관에서 제시한 패러다임은 외국의 경우와 조화시키기 위. 4 1
해서이다 총 문헌정보학의 주제영역이 개로 구분되었는데 여기에서 개 이상. 23 , 3
이 매칭될 때 공통영역구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이상에서 추출한 공통의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와 같< 14>
다.

표 한국의 공통주제영역구분< 14>

주 제 영 역

문 헌 정 보 학 일 반

목 록

분 류

색 인 초 록·
전 문 직

연 구 방 법 론

도 서 관 사

도 서 관 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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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봉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독 서 지 도

이 용 자 조 사

자 동 화

정 보 검 색

정 보 미 디 어

서 지 학

계 량 서 지 학

상기 표 에서는 표 의 개 주제영역 중 개 이상이 매칭된 경우만< 14> < 13> 23 3
추출한 결과이다 공통주제영역은 개 주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정보이론. 17 . ,
문헌정보학교육 정보관리 정보배포 저작권 그리고 시스템분석 등은 공통주제, , ,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표 과 같이 추출된 외국의 공통주제영역에서 제외된 주제분야 중 시스템< 7>

분석 정보관리 저작권은 동 서양 모두 영역구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술한 바, , · .
처럼 이들 주제는 비록 공통주제영역구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오늘날의 학문 및

정보환경 하에서는 주제영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다음 표 는 표 과 표 즉 외국과 한국의 문헌정보학 공통주제를< 15> < 7> < 14>,
매칭시켜 전개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표 외국 한국의 공통주제영역 비교분석< 15> ·

외국의 공통주제영역 한국의 공통주제영역

문헌정보학일반

목록

분류

색인 초록·
전문직

도서관사

도서관경영

참고봉사

문헌정보학일반

목록

분류

색인 초록·
전문직

연구방법론

도서관사

도서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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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교육

커뮤니케이션

독서지도

이용자조사

자동화

정보검색

정보미디어

서지학

계량서지학

참고봉사

커뮤니케이션

독서지도

이용자조사

자동화

정보검색

정보미디어

서지학

계량서지학

상기 표 에서 분석된 바처럼 외국과 한국의 경우 각각 공통주제영역은< 15>
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문헌정보학교육이 포함된 반면에17 .

한국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한국의 경우 연구방법론이 포함되,
어 있는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

지 주제구분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 주. 17
제를 차적으로 공통주제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차적으로는 공통주제영역에 포1 2
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문의 성장배경 발전 특히 정보학이나 정보검색의 두드, ,
러진 발전환경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영역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는 저작권 정보학이론 출판 및 인쇄 고서정리법 주제, , , ,
별서지 장서개발 시스템분석 정보사회론 인터넷 등 개 주제를 확장시켜 본, , , , 9
연구에서 총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26 .
다음 표 과 같다< 16> .

표 문헌정보학의 종합적 영역구분< 16>

주 제 영 역

문헌정보학일반

목 록

분 류

색 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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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직

도 서 관 사

저 작 권

연 구 방 법 론

정 보 학 이 론

서 지 학

출 판 및 인 쇄

고 서 정 리 법

참 고 봉 사

주 제 별 서 지

정 보 미 디 어

도 서 관 경 영 관종별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 포함( · )
장 서 개 발

독 서 지 도

이 용 자 조사( )
커뮤니케이션

시 스 템 분 석 전산이론 포함( )
자 동 화

정 보 사 회 론

정 보 검 색 정보이론 포함( )
계 량 서 지 학

인 터 넷

기타 관련분야

이상 표 과 같이 문헌정보학 공통주제를 개 주제영역과 개 주제영역< 16> 17 9
의 새로운 추가로 총 개의 주제영역으로 구분하였다26 .
따라서 향후 각 분야에서 정보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정보의 저장 검색 및 취, ,
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수반되는 학문적 연

구영역을 학문의 진화와 발전의 현 추세에 맞춰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관 년 봄호Vol.57 No.1(2002 ) 135

문헌정보학의 연구방향4.

문헌정보학은 인문과학의 한 분야로서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개별학문과 비교

하여 연구방법상에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양적연구에 치우쳐 있어 많은 연구자들은 양적연구를 전

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양적연구가 수량화나 계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질적연구는 수량화하기 곤란한 실제현상이나 관점 또는 인식을 강,
조하고 있어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론정립의 관점에서 볼 때 체계적인 지식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6)는
지적이 많다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의 축적은 어렵다 더불어 한국에서 연구된 이론을 건.
설적으로 비평하고 인용함으로써 학문발전에 필요한 지식축적을 이룰 수가 있

다.
이러한 연유에서 최근 문헌정보학계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개념적 체제를

구비한 창조적인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학문적 성,
장과 연구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에 모아지

고 있다.
현대의 연구방법론은 정확한 논리에 기초하여 인식의 객관성과 과학적 일반"
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관계의 기술과 규명을 위한 연.
구에서 현상이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

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며 이때 방법론이 도입되게 된다, · ."37)
이론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시에 여러 가지 합당한 방법론이 고려되지

만 어느 특정 방법론이 최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방법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적용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판단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방법론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어진 연구문제나 현.
상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하며 이론개발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달려있

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가설이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분

석방법을 개발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차원 높은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

36) C.H. Busha & S.P. Harter.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p. 16.

37) R.R. Powell. Basic Research Methods for Librarians.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1. pp.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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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원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 ,
체적인 연구방법의 개발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외국문.
헌에서 검증 없이 원용된 연구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한국문헌정보학이란 한국의 문화 체제 및 가치관 속에서 이용자의 효율적인, ·
정보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기록정보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생성되는 기록정보의 현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 이론 및·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의 학제 체제 이론 기술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거. , , ,
나 선망을 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체제를 토대로

해서 양자의 조화 즉 이론과 실무의 측면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 ,
다.

에 의하면 앞으로의 문헌정보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Harris
고 주장하고 있다.38) 첫째 역사나 인문과학에서 얻어진 사실과 이론을 통합하는,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고(holistic) . ,
초역사적인 과학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변증법적인 것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론이란 문헌정보학의 인문과학적 성격을 가치.
중립적인 이용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론 대 실제간의 균

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이론 및 실무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연구 방법론적 문제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지식복합체는 지식의 표현형태에 대한 분1) ,
석뿐만이 아니라 지식구조의 분석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구조를 찾아,
내는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환언하면 지식의 구조를 밝히고 기록하여 이 지식. ,
구조가 결손이 없이 변형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면담 관찰 문헌분석 실험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각각의 방법, , , ,
론적 요소들을 조합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38) Michael H. Harris. The Dialectic of Defeat :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Vol. 34, No. 3(Winter, 1986) pp. 5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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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식으로 집적되거나 전달될 경우 지식의2)
변형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구조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 외.
에도 지식의 변형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는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별로 없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보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경험조사 및 경영분석에서 개발된 전통적3)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조직과. ,
의 관련에서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위해서는 방법론적 복합

체를 도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성적 사회조사 방법론이 주요한 역할을, ( )定性的

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석이 하나의 방법론적 핵심이 될 것이다' ' .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지금까지 많이4) ·
개발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경제학의 입출력분석과 같은 것이 있,
을 뿐이다 이 분야는 문헌정보학의 수학애호가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분야.
가 될 수 있을 것이다.39)

가 지적한 바처럼 문헌정보학 관련연구가 가졌던 결점은 최소한 부분적Busha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 "
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목적과 목표 또는 연구대상 그리고 방법론 등에 대한. ( ),
명확한 개념들이 이제 겨우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40) 그
러나 문헌정보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분야들 특히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언어학 역사학 등 의 방법론들을 과- , , , , -
감히 활용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적용범위가 넓은 방법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41) 이러한 것들을 현재 문헌정보학에는 과학적연구를 통해 얻어진 일반화

된 진리가 부족하다든가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적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증대,
시켜 나가야 한다는 논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관련 단행본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하여 이를 다양하게 접근하여 학문발전에 대한 조감을 시도하는

39) 한국정보관리학회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앞의 보고서. “ ”, (1995. 10).
pp. 134-135.

40) C.A. Busha. Library Science Research: The Path to Progress, in Library Science
Research Reader and Bibliographic Guid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81. pp.
1-37.

41) B.C. Vickery. Academic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7, No. 3(July 1975). pp. 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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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기초연구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문헌정보학은 기존의 여러 방법론들과 통합

될 수 있을 것이며 문헌정보학 자체의 고유한 방법론적 토대를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헌정보학 발전에는 정량적. , " ,
수학적 방법론보다는 정성적 인식론적 방법론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이, ,
를 통해 문헌정보학은 다른 분야에게 방법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42)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개발함으로서 획기적인 발전

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추구해야 할 것

이다.
첫째 한국의 문헌정보학 현상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개념 또는 사고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문헌정보학 현상을 탐색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때 새,
로운 이론단위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단위는 전체 현상을 새.
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류할 때 발견될 수 있다 새로운 이론단위가 발견되.
고 이 이론단위를 이용한 분석이 유효하다면 새로운 연구흐름의 제시는 물론 패

러다임의 변환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론단위는 이론의 분류 확장. , ,
세분화로부터의 유추 등을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적 문헌정보, .
학 현상에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에 잘 이

용되지 않았던 양적 연구에 편향된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

여 질적 연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즉 기존이론과 논리체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
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개발할 수 있다.
이은철에 의하면 미래의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인 영" 3
역 즉 개념영역 배경영역 및 기능영역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영역은 인간의 인식과정을 통해 그 실체를 규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앎에 이르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 더 광범위한 범주에서의 개념영역의 특성은 인간계발의 법칙과 직접관련이.
되어있다 결국 학문은 어떤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

42) 정동열 앞의 책. , 1992. pp.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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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개념적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은 순수 사고의 영역에서, ,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정,
보의 성격에 관한 광범위한 이념 이론을 확인하고 종합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정보현상에 대한 관측의견을 정확하게 설,
명하고 동시에 정보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응용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이다 개념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문헌정보학을 학문으로서 연구하.
고 발전 가치 신념 목적 기초지식 조사방법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 , , , , ,
다.
배경영역은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문화지향성에 의해 결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특성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발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문헌정보학은 정보가 운용되고 있는 사회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는 배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사서들이 개.
념영역에서 발전된 지적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개개인의 정보수집행

태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배경영.
역은 크게 영역 즉 문헌정보학의 제도화 이용자 정보 수집행태의 평가3 , 1) 2)
및 예측 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강요3)
하는 사회적 상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능영역은 개념영역과 상황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을 토대로 정보의 조직과 검

색 및 이용자 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지적도구를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 영역.
은 정보의 수집 조직 통제 축적 검색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 , ,
정보처리 및 기술에 대한 설계 평가 관리에 대해 훈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 ,
다 또한 기능영역은 정보서비스의 제공시 경제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비용 복잡성 다양성이 증대되, , ,
고 있는 정보기술과 다양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량역할

을 하는 중개인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43)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방향도 급변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여 보다 나은 연구, ,
영역 및 향후 우리분야에 적합한 효율적인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학문발전에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43) 이은철 문헌정보학의 현상과 발전방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권 호. “ ”, 32 4 (1998.12).『 』

pp. 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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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영역구분을 살펴본 바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 연구,
주제들은 연대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로는 문헌정

보학일반 도서관경영 참고봉사 전문직에 관련된 주제들로 분석되었으며, , , , 1980
년대 이후로 점점 증가되는 경향의 주제들은 정보검색 자동화 정보미디어 이, , ,
용 자 조사 등으로 분석되었다( ) .
또한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체계적인 지식축적 운영상의 이론적 주제영역 측,
면보다는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제적인 주제영역문제에 더욱 집중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 이론의 영역구분에 있어 주제구분이 크게. ,
별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은 너무 단편화되어 결국 통합성이 결여된 면이 있다, .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헌정보학 연구영역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변혁,
의 과정을 거쳐 무엇보다도 학문발전에 이바지 해야하고 이론과 실무가 병행하,
는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 요구 사회적 요구 전문직 책임과 특성 및, ,
정보기술 등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연구동향도 유의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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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목록21 1)

Dan Dorner 著2)서 미 령 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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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이 글은 세기 목록자들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년대 문헌정보학21 1990

문헌을 조사한 두 편의 논문으로 제 편은 목록업무에 영향을 끼칠 만한(LIS) , 1
세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로 즉 목록자들의 이미지 접근과 소유의 논쟁, 1) 2) 3)
도서관의 재정난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목록화에 대한 세 가지 상황적인 문제의.
함축된 의미를 토론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 편은 목록업무에 영향을 줄 만한 두. 2
가지 주요 주제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 표준의 변화를 논한다 결론에서는.
이 주제들의 함축된 의미와 목록자의 미래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상황적인 문제

점들을 논의한다.

제 편 상황적인 문제들1

서 론1.
새 천년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다른 전문집단처럼 목록자들도 세기에 무엇21
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난 세기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년 동안에는. 10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 인쇄를 해낸 이래로 어떤 다른 시대보다 정보가 유

포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기술적 혁신의 의미가 분.
명해짐에 따라 목록 실무자들과 연구진들은 한결같이 새 천년의 목록 역할에 대

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논문은 목록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년대의 문. 1990
헌을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자료는 바로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목록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상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문헌에서 세 가지 주요한 주제는 핵심 문제들을 조직화하는데 유용하다고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주제는 본 저널에 수록된 이 두 편의 논문에서 논의될 것이.
다 제 편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일반적인 변화 특히 목록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1 ,
전후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되는 주제가 다· ·
루어질 것이다.
제 편에서 다루어질 두 번째 주제는 목록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2
대한 암시 뿐 만 아니라 도서관내의 새로운 정보자료의 도래에도 초점을 둘 것

이다 여기에서 역시 논의될 세 번째 주제는 정보를 조직화하는 표준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기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발전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각.
의 주제는 각자의 핵심 문제들을 담고 있지만 이 세 주제를 넘나드는 특히 중요

한 기술 문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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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간의 도서관학 문헌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의 범위는 목록10 · ·
자들과 목록의 미래를 전망하는 전후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있.
는 문제는 목록자와 목록의 이미지 접근과 소유의 논쟁 재정난 등이다 이들, , .
문제를 이해하면 목록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더 잘 대처하게 될 것이다.

목록자들과 목록의 이미지2.
년대 정보산업에서의 역할이나 지위를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에 몇몇 새로1990

운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물론 지식 관리자는 사서이고 지식 상담자는 참고 사. ,
서이다 하이퍼텍스트 엔지니어는 기관의 웹 페이지를 유지하는 임무를 누가 담.
당하느냐에 따라 관련된 참고 사서일 수도 있고 목록자일 수도 있다.
intellectual access manager, knowledge access manager, collection access

를 가리킬 수도 있다enhancer, information analyst .
비록 이 용어들이 우습게 들릴 수 있으나 이 용어들은 발전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서들은 라는 용어가 어떤 특. "cataloger"
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용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전문

가를 상기시키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컨설턴트는 자신은 결코.
상급 관리자들에게 편목자나 색인 작성자를 고용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거라고

폭로했다 그 대신 그들 조직은 기관이 필요로 할 때 가치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독립된 단위로 조직화하고 이 단위들을 서술하고 개념과 개념

들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익숙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 분

석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학 문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는 목록 작업과 이를 수행하

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이다 는 안쪽방에서 고립된 자로서의 목록자. Vellucci "
의 이미지는 목록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도서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목록자들의 능력을 감퇴시켰다 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
말해서 목록은 도서관관련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천대시받는 일 중 하나

였다 도서관 유머 작가 는 자신의 글로 가장 즐거워하는 이들이 목. Will Manley
록자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록자들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다 불행.
히도 많은 심각한 작가들 또한 목록자들을 생산성 있는 미래보다는 비생산적인

과거를 고집하는 내성적인 사람처럼 그린다 예를 들면 은 목록과 목록자. Bolin "
들은 상상력의 부재 정밀한 규정의 필요성 우유부단함 스스로 부과한 수세 고, , , ,
립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퍼진 계속되는 위기로 지쳐있다 라고 주장한다" . Rush
는 도서관들이 너무나 미약한 결과를 목록하는데 희소 자원을 그만큼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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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 에 놀랐다고 주장한다 는 기술적 봉사 부서 특히 목록 부서는" . Waite "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비용이 많고 느리고.
고객의 기대에 맞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
가진 사람들도 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세심한 서지 유틸리티 이용을.
통해 목록 부서는 종종 도서관에 도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데이터 베이스 내에

완벽한 목록 레코드를 만들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목록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그들 작업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는. David Levy catalogs, cataloging,
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네 가지 견해를 발견한다 첫 번째로catalogers .

목록화는 도서관 업무의 보이지 않는 부문이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목록이 어"
디서 생겨났는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
는 것이다 두 번째가 목록자들의 임무를 서지적 특성을 생각 없이 베끼는 일이.
라고 생각하는 비목록 사서들의 견해이다 세 번째는 목록자들의 견해인데 그들.
은 스스로를 기술 범위의 표준화를 맞추기 위해 대상자료를 일반화 규칙화" , "
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는 이 작업에 상당한 기술과 판단뿐만 아니라 계. Levy
속적인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네 번째 견해는 이론적인 것이다. . Levy
가 말하길 목록자들의 작업을 서적 주문작업 부문의 일부분으로 봄으로서 저"
술 출판 편집 판매 독서를 포함한 다른 활동들과 연관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 , ,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말한다 불행히도 마지막 두 견해는 소수의 견해" .
이다.
한 단체의 이미지는 대부분 주요 옹호자의 이미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년대 중반 유명한 목록 주창자가 쓴 두 책이 있다 이 책들은 기술 결정론1990 .

을 반대하고 사서들이 전통적인 자신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기술 방

식은 그 기구 내에서 쓰이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와. Crawford
은 도서관의 문화적 사명이 원시인들 과 테크노파괴자들 에 의해 공격Gorman " " " "

받고 있고 사서들은 테크노 열망 을 견제하면서 조심스레 정보 시대로 들어가" "
야 한다고 논박한다 다른 책에서 는 사서들은 자신들의 공산당적인 가치. Oddy
를 버리지 않고 가상 도서관의 약속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 주로 선동적.
언어 스타일 때문에 와 의 책은 많은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켰, Crawford Gorman
다 예를 들어 는 이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과거 통신형식을 위한 단순. Lancaster
한 용기로 보는 매우 진부하고 근시안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는 이" " . Dudley
작업을 팜플렛 스타일 이라고 했고 는 저자의 접근법을 복원적이라고 주" " Henry
장한다 또한 그는 저자의 이론적 접근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극히 인간적으로. "
열정적인 사서직의 전문적 이해를 흩뜨리는 작업이라고 혹설을 퍼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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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와 이 기술 결정론을 반대했을지라도 전달하는 바가Oddy Crawford Gorman ,
사라지고 특히 목록 비판 중에서 남는 이미지는 목록자들이 과거에 매인 군걱정

꾼 기술 혁신 반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접근과 소유에 대한 논란3.
년대 말에서 년대 초 많은 논문들은 사서들이 정보의 소유에서 접근1980 1990

제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와. Drabenstott
은 한 세대 이상 신기술의 사용가능성 지속성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Burman ,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의 상승이 사서들로 하여금 소유권보다 접근을 더 강조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회 정치적 이유로 접근으로의 이동을. ,
거부한다 예를 들어 는 접근 패러다임을 수용함으로써 도서관들은 정보. Lowry
소유자들과 고용 소유주 관계를 강요당하였고 일부 도서관과 이용자들은 기술- ,
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한다 그러.
나 접근과 소유가 맞설 필요는 없다 는 대학도서관들이 장서위주. Clifford Lynch
도서관과 접근위주 도서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고

은 미래의 도서관들이 접근과 소유사이에서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 더욱Kane "
막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다 라고 논박했다 의" . Kane
의견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식과 전자 도서관 방식의 가장 뛰어난" warehouse
장점을 수용함으로서 미래에 도서관들은 정보사회의 중심으로 피어날 것이다... ".
다른 이들도 의 예견을 지지한다 는 도서관이 아카이Kane . Anders, Cook, Pitts
브를 택할 때 소유권이 비용 효율적일 때 또는 접근이 기술이나 시기라는 측, - , "
면에서 어려울 때 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소유가 접근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접" .
근이 우세할 때는 비용이 싸거나 간단하거나 전자식이나 상호 대차 정보만을,
정보로 제공할 수 있거나 또는 접근이 정보를 향상시킬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제시한다 은 전자정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업할 때조차 많이 쓰. Summerhill "
이는 전자정보의 장서화와 덜 쓰이는 정보의 네트워크 접근 제공 사이의 조화"
가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접근 자체가 아니라 접근과 소.
유와의 조화이다.

재정 압박4.
년대 도서관들은 계속적인 재정 압박을 받았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예산1990 .

동결이나 절감 비용상승이 도서관 행정의 단면이 되어왔고 대부분의 도서관에,
서 목록작업은 많은 타격을 입었다 는 년대는 목록자들이 살아남기. Mowa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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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대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와 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로의 이" . Gilbert Klugist
동이 도서관의 재정적 압박을 절감시키지는 않았다 는 물론이고" ". Oddy

와 은 접근 패러다임이 도서관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근시안적Crawford Gorman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유지비용을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리.
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 내부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대신 사설 서( )
비스 문헌 제공 서비스 로부터 일반적인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예( ) .
산 절감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접근 패러다,
임으로 이동함으로서 사서들은 도서관 기구의 다른 부서들보다 더 빨리 예산을

절감하는 이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와 가 지적하듯이 현행. Gilbert Klugist ,
도서관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도서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록에 대한 상황적인 문제들의 의미5.
목록자의 이미지 소유와 접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서관의 재정적 압박, ,
은 목록에 심각성을 낳고 있다 목록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부 도서.
관 행정가들이 목록 작업을 외주로 주게 하였다 기술적 서비스 운영의 외주는.

년대 중반 도서관학 연구분야의 논쟁거리였다 과 가 지적하길1990 . Wilson Colver
이 문제에 대해 년에서 년 중반까지 개 이상의 논문이 발간되었다고1993 1996 90
한다 그들 책에서 개 장이 기술적 서비스 운영의 외주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16
기술하고 있고 목록과 목록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외주를,
유일한 대체 방안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외주를 이성적이고 실질적으로 다

루었다 예를 들어 는 각 도서관 목록 부서에서 목록 레코드를 작성하는 헛. Rush
수고를 덜 수 있는 중앙목록화기구 설립을 주장한다 는 목록을 비싸고. Waite "
느리고 비효율적 이라고 하고 빈약한 생산성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대학"
의 목록 부서에서는 많은 일을 외주로 하였다 은 라이트주립대학에서. Hirshon

에 전체 목록 운영을 외주로 시켜서 많은 목록 결과를 향상시키고 비용을OCLC ,
절감시키기 위해 기술부가 어떻게 재정비되었는지 설명한다 반면. Doepker,

는 라이트주립대학의 남다른 환경이 목록의 생산성이 낮고 높은Dunkle, Miller
에러율을 낳았다고 한다 은 전체 외주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는 장기간. Dunkle
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서관들은 외부 공급자들에게 너무 많.
은 의존을 하고 있고 기관내에서 전문 편목 기술은 사라질 수 있고 벤더와의,
관계가 끝나면 자체 내에서 재정비하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 그와 유사하게.

은 비용삭감과 지름길이 미래에 정보의 접근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Harmon
것이라고 지적한다 알버타대학에서 이루어진 외주 논의에서 는 특수분야. 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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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교육과정과 음악 에 이전에도 주로 제공되었던 서지 기술 접근점 분류화( : ) " , , ,
주제명 표목의 일부 향상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 목록" .
자들에게 외주에 대한 조직적 압박은 미래의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

다 외주처에서 목록자들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지만 도서관내의 지위에. ,
비해 안정성 도전성 수지타산의 면에서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 .

년대 저자들은 기술적인 발전이 목록자들의 수와 전문적인 지위의 감소를1990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와 는 자동화를 통해 도서관들. Lancaster Sandor
은 특정 부서들 특히 목록부서를 축소 시켰다고 말한다 는 기술이 도서" " . Harris
관 작업 특히 목록의 비기술화 를 낳는다고 토로한다 과 는 새" " . Walton Edwards
로운 자동화된 일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목록은 아래 지위 직원에게 넘겨진다고

한다 그러나 은 오늘날의 목록자들이 목록 레코드에 더욱 세심함이 요구. Martin
되는 반면 또 다른 적은 수의 직원과 일을 해야하는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는 년 와 년 의 년대 도서관의 역할에Klobas Lancaster(1978 ) Thompson(1982 ) 2000
대한 예측이 협조적인 환경에서 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특히 관심 있는 전자 정

보에 대한 접근 제공 장서 목록 색인을 통한 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다고 지( , , )
적한다 그래서 기술이 목록자의 지위와 수를 감소시키더라도 일부 환경에서는.
목록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소유와 접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목록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불붙이고

있다 는 이러한 논쟁은 목록이 데이터 베이스이냐 다양한 정보 속으로. Peters "
들어가는 관문을 제공 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
목록의 목적은 분명치 않다 라고 밝힌다 사람들은 종종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 " .
를 혼동한다 는 정보공유와 원거리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Hughes
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 목록의 재 디자인 자체 도서관 온라인 목. " ,
록의 발전 새로운 문헌 전송 시스템 발전 을 포함한 좀 더 견고한 하부구조를, "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목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한다.
과 같은 몇몇 저자는 소유에서 접근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Penniman

득을 논하고 도서관은 자신들이 소유한 장서나 가끔 쓰이는 자료의 목록으로 얻

어지는 장기간의 이득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받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말하길 세기의 도서관은 향상된 참고봉사 생. Penniman 21 "10%
산력 목록비용 절감 의 예를 이용하여 양적인 항목으로 자신을 정당화시, 20% "
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에 따르면 도서관에서의 의사 결정이 시장성으로. Oddy
결정될 때 물리적 자료의 목록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기 때문에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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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라고 한다 효율성을 위해 목록은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한다. .
많은 저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접근 패러다임의 출현이 전통적인 목록

의 퇴장을 선포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년 는 년 이내에 기술이. 1992 Blair "10
더 진보하면 전문과 이미지의 직접적인 검색이 표준 관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록은 과거 행적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의 주" . Blair
장 이후 년이 지난 지금 년의 목록 실행이 사라지는 년까지는 년을8 1992 2000 2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징후는 없는 것 같다. .

제 편 디지털화와 정보표준2

서 론1.
세기의 목록 제 편 상황적인 문제들 에서 이미 논의된 점들은 제외하"21 - 1 : "

고 목록자들이 하는 일과 방법에 영향을 줄 만한 두 가지 특정한 주제가 등장한

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도서관 내에 새로운 유형의 자원의 도래와 목록사업.
에 대한 그들의 함축된 의미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 조직의 표준이 변.
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비록 각 주제가 각.
자 중요한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모든 범주를 넘나드는 기술의 문제가 있다' ' .

새로운 유형의 자원 도래2.
지난 년간 문헌정보학 계에서는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자료의 새로운10 (LIS)
유형을 논의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의 대다수는 인쇄 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대체되는 것과 인쇄위주의 도서관에서 디지털도서관으로의 전환

에 대해 중점을 두어 왔다 카네기 멜론대학 학술연구원 부원장인 는 종. Watkins
이에서 전자학술도서관으로의 이동에 년이 걸리고 우리는 그 전환기에 있다25 , .
인공지능의 창안자이자 권위자인 은 도서의 소멸과 가상 공Raymond Kurzweil
공도서관의 도래에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다.

는 전자도서관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정보처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Nurnberg ,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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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헌들의 목록 리스트 색인의 집합체가 될, ,
것이며 여러 종류의 분류체계에 따라 조직되고 검색에 연결되어 상호참조가 가,
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은 개개 장서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가 될 것이며 목록은 점차 희미해 질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수집과 목록에의 연결이 유일한 데이타베이스로 자리잡기 위해 전자

도서관은 모든 이미지화되는 유형의 서류들의 목록 리스트 색인의 집합체가 될, ,
것이며 분류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 조직되고 검색에 연결되고 상호 참조가 가능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전자도서관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

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가 이전의 방식을 대체Crawford, Gorman, Oddy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된 정보가 비록 새롭고 흥미로울지라도 다른,
정보 미디어와 동등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 전자 커뮤니케. Gorman "
이션은 정보와 자료의 통신에 탁월하며 인쇄 자료는 지식습득을 이끄는 지속적,
인 독서에 탁월한 수단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는 인쇄가 사라질 것으" . Crawford "
로 예견되었던 기간동안 출판 산업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서적이 발간되어 판

매되고 더 많은 잡지의 복본이 유통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좋았다 라고"
발표했다.
종이와 전자자료는 그들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가 인쇄

자료의 일부분을 대체할 것 같으나 모든 유형의 종이 자료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여전히 여러 목적상 도서는 기술의 적합한 양식이라 앞으로도 한동안.
존재할 것이다 와 은 버지니아 대학에서 행해진 이용자 조사에. Lester Marshall
서 정보 기술이 연구와 교육에 긍정적 변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러나 교수들과의 토론에서 교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은 새로운 시도

를 지지하면서도 전통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실행된 일부 정보 자원의 전자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이것은 공공도서관보다는 대학도서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와 은 그 차이점을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Drabenstott Burman
물의 유형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도서관들은 잡지와 신문 같은 대중적 간행물.
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간행물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할 만한 큰 동기,
는 없다 반면 대학 및 연구소 도서관들은 학술잡지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들. , ,
은 경제적인 이유와 출판속도 때문에 전자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 Simpson

는 년대에 대학 도서관들이 인쇄된 학술잡지를 소장하는데서 그에 상Seeds 1990
응하는 전자화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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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년1996 Directory of Electric Journals, Newsletters, Discussion Lists『 』

에서 전자저널의 수가 이전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년에는 에256% , 97 Directory
서 전자저널의 수가 다시 두배로 뛰어올랐다고 지적하였다 와. Winkworth

는 대학 도서관에서 인쇄형태의 정보전달에서 정보의 전자배달 형태로Shields
이동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이러한 사실에 어.
느 정도 동감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디지털 형태로 된 일부 잡지의 전문을 도서.
관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 도서관 정기간행물 열람실은

최신호의 인쇄본 저널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접근과 소.
유권처럼 인쇄본과 디지털 자료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존할 것 같다.

목록자를 위한 인쇄본과 디지털자원의 관계2.1

도서관에서의 인쇄본과 디지털 자원의 공존은 목록자가 전통적 형태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 메카니즘의 개발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ennant .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위해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를 혼합하여

모두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 자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작업에 아주 능해야 한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의 보급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원 생성(WWW)
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인해 공공기관 개인 이벤트 등이 웹상에. , ,
서 디지털화되어 나타난다 홈페이지는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source entity ,
때로는 더 일반적인 혹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다른 웹페이지나 자료에 수

직으로 연결되거나 관련 정보와 수평으로 연결된다 많은 웹문서는 음향과 영상, .
이 혼합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웹은 학술 잡지 회의 자. ,
료 정부간행물과 같은 현존하는 자료의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디지털버전 생성,
에 박차를 가했다 몇몇 경우에는 출판물이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문서로만 존재.
하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디지털과 인쇄상 문서 같은 두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
진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인쇄 문서만을 한다 지난 년간 여러. . 10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거나 진행중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쇄된 문서,
가 디지털 문서의 새로운 장서를 생성하기 위해 상세히 조사되고 있다 몇몇 프.
로젝트는 마이크로필름이 과거에 해냈던 만큼의 문서를 이미지로 읽어내었고,
다른 프로젝트는 컴퓨터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파일을 만들기 위해 텍스트 자료



도서관 년 봄호Vol.57 No.1(2002 ) 151

를 훑어보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이용자가 텍스트 내용 뿐 만 아니라 원문헌,
의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생겼다 예를 들면 학술적.
인 커뮤니케이션은 학술잡지들과 가장 빈번히 연관되어 있고 이는 내용을 적절,
한 표제로 나누고 리뷰를 통해 질을 보장하는 과정을 책임진다 이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현재로서는 이메일 토론과 전자뉴스그룹과 함께 비공식.
채널들은 검색하기 쉽지 않으며 이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은 공공영역에 속한,
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 가치가 지속되고 대부분은 단시간의 가치밖에 없다 도. .
서관이 이러한 새로운 자료로 무엇을 하는가 는 문헌정보학 공? Clifford Lynch
동체가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의 새 형식들의 내용을 조직하고 접근을 제공하기 위

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등은 많은 인터. Demas
넷 이용자들이 단순히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출판된 정보자원의 세계에 적용하"
여 온 선택과 조직 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하기를 자료가 전산형" . Buckland
태일 경우,

문서 자료나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가졌을 때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
인쇄자료처럼 목록화하고 원본의 판본이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의깊게(1)

살피라 접근 가능한 곳에 저장 청구번호를 남기고 적합한 서지데이(2) (3) (4)
터와 소장데이터는 서지 내에 혹은 서지 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DB DB .

그러나 그의 주장이 보기처럼 쉽지만은 않다 전통적인 자원과는 달리 다수의. "
인터넷 자원이 서지 단위로 묶여 있지 않다 라고 는 지적한다" Nisonger . Mandel
과 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과 접근의 적합한 형태는 지적이고 예술적인Wolven ,
작품이 창조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의 형식은 목록화

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도서관 목록들은 도서 저자명 서명. , ( , ,
출판사 등 와 음반자료 및 비디오와 같은 다른 상업적 배포 자료에 대해 표준화)
된 인식 표시를 기록한다 새로운 웹자료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표준의 부재 때.
문에 인터넷 자원을 목록화하는 일은 엄청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많은 디지털.
정보는 목록에서 장서수를 레코드에 따라 대개 기술되고 있는 마이크로폼 자료,
와 같이 기존 문헌 자료의 대규모 복본장서로 존재한다 과 은 장. Mandel Wolven
서수준 목록 레코드를 대상 자료에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디지털 자원에 하이,
퍼링크할 수 있는 부가적인 웹상 레이어에 연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장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주어진 연구 필요성을 위해 정보의 유.
형 단행본 간행물 필사본 디지털문헌 의 전체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여러 접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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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찾아야 하는 개념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은 이것이 전자 파일로. Gosling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항목 단계에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협동 목록

화 계획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서 차원의 접근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현재 검색엔진과 같은 지적 에이전트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Web-Crawlers ,
웹상의 정보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서들은 이.
에이전트들이 많은 도서관 운영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알

고 있다 예를 들면 와 은 특정 출판업자들의 자동 에이전트. , Drabenstott Burman
가 보낸 보이지 않는 전자 정보를 수용하는 대학도서관 시스템에서 지적 에이전

트를 예견한다 도서관에서 다른 에이전트들은 모든 기술 가능한 목록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주제 목록과 디지털 도서관이 접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출판물과 새로운 디지털 산물간의 지적 연결의 생성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재검

토하는데 사서를 참여시킨다 과 은 디지털 문헌은 문헌의 내용. Mandel Wolven
그 자체를 접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다 비록 그들이 유용한 접근 시스템 저자 색인 통제 주제 어휘 혹은 분류 판. ( , ,
통제 장르 확인 을 위한 전통적 요구 사항이 여러 디지털 문헌에서 부족할 것, )
같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과 은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툴과 신기Mandel Wolven
술이 를 찾아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identifiers
다.

년대 초 이래로 디지털 자료의 생성 획득 그리고 접근제공에서 발생하는1990 , ,
문제를 밝혀 해결하기 위해 여러 디지털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들.
은 협조적이고 특정 사용자 그룹들의 요구를 목표로 삼고 특정 자료형의 디지털

화를 포함한다 는 최근 이. OCLC 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CORC)
루어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초기 프로젝트. OCLC

과 에 근거를 두고 있는 프로젝트는 협조 창안을 탐색(InterCat NetFirst) CORC
하고 디지털 정보자료에 관한 메타데이터도서관 메타데이타는 정보에 관한 정(
보 의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년 월 일에 시작하여) . 1999 1 1 99
년 월 일까지 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이상의 문3 12 60 175,000
서들이 목록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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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연구된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는 미시건대학의 디지털Aronheim
도서관 프로젝트이다 대학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목록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래.
머 정보 연구가 세 개의 관련된 세부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교수들과 함께 참여, ,
하였다 그 세부 프로젝트란 대학 홈페이지의 원형을 디자인하고 관련 웹 페이. ,
지들의 개발 및 구조화 헤더의 창안과 표준개발 및, Humanities Text Initiative

의 일부분으로서 조사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표준 목American Verse Collection
록화 제공 전자자료의 기술을 위한 표준 설계 및 전자자료 발굴과 검색을 돕기,
위한 지적 에이전트 개발에 중점을 둔 미시건 디지털 도서NSF/ARPA/NASA
관 허가의 다른 점 등이다.
특정한 디지털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한 예는 Government

인데 이는 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캐나Information Locaster Service(GILS) 1990
다에서 추진중이다 다수의 서방 국가 정부는 비용과 배포를 위해 그들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 왔다 은 로케이터를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다. Christian
른 자료에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자료를 얻는 방식에 도움을

주는 정보원으로 정의한다 은. National A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자료 양식에 실질적 표준이 된 프로파일에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GILS GILS

로 사서 및 기록 보존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평가 연구의 예비 보고서에서.
캐나다 그룹은 목록자들이 자료 생성에 있어서 최고의 그룹이라고GILS GILS
평가하였다.
디지털정보원의 개발은 목록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었고 이들 자료의 기술,
및 발견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배경으로 사라지기보다 목록자들은 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 제.
공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 탐색 도구 창안에

서 다른 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등은. Aronheim
미시간대학에서 도서관 편목자들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도전은 흥미롭고도 도처에 있다 세상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그 속에서 우리. .
는 정보 작업 조직화에 익숙하다 이 변화에 위축되기보다 우리의 기존 역할과.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재고할 것을 우리 공동체에 묻고 있다 이것은 일부 서.
비스 재정의와 우리의 기술의 재정비를 초래하겠지만 길은 거기에 있다 우리, .
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존중하며 과정의 복잡함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
흥미롭게 일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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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준3.
도입 이후로 목록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가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OPAC .

료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관계없이 문서형이든 디지털 양식이든지 단행본 잡,
지기사 회의록 기록문서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목록, ,
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목록을 통해 찾은 문헌의.
전문에 접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지역도서관.
의 자료 검색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까지 전해져서 여전히 우리.
의 목록시스템에 내재하는 종이형태의 목록카드와 도서목록을 통한 정보 검색

같은 단선적 접근법에 만족하지 않는다.
서지 레코드의 기능적 요구 사항에 대한 년에서 년간의 연구에1991 1996 IFLA
서는 접근을 찾아 확인하고 선정하여 얻어내는 목록 이용자들의 가지 총괄적4
임무에 대하여 논하였다 비록 가 지난 년 동안 첫 세 가지를 도서관. Cutter 100
목록의 역할로서 밝혀 내었지만 지난 년 동안 기술적 진보가 이 역할들에 대20
한 변수들을 크게 변화시켰다 는 자료와 목록을 구성하는 블록으로 출판. Oddy
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함에 따라 목록의 두 번째 목적 즉 저자에 따라 일을 배,
치하고 주어진 일의 배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또한 카드. Oddy
목록의 사용은 연결 장치를 미리 조정하는데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종.
이 목록의 한계성으로 제한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접근점을 계속 인지해야 함

을 주요 개념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 개념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
렸다.

연구에서 명시된 목록의 네 번째 용도 억세스를 얻는 것 는 디지털 기술IFLA ( )
의 직접적인 결과인 새로운 기능이다 현재 목록 기록들은 디지털 자료들과 하. ,
이퍼텍스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그 지역내 혹은 먼 서버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록은 지금 그 문헌들의 대용물보다 오히려 전문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탐색자들이 웹상에서 정보의 완전한 세계로의 접근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목록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가 말하기를 많은. Charles Lynch
사람들이 웹을 세계적인 디지털 도서관으로 이해하고 웹 검색 엔진을 미래의 온

라인 목록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이 질적인 문제 때문에 웹.
상의 정보의 내용과 검색 엔진의 검색기능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너. ,
무 많은 관련 정보라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화된 정보와 여과된 서비스들이 새.
로운 종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급자들과 온라인 목록 같은 중앙 집권적이

고 익명으로 이용되는 시스템과는 정반대인 고도로 지적이고 개인화된 정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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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관리 시스템에 의해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검색과 여과 시스템 및 서비스는 표준의 결여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 않다 표준이 정보 검색 시스템내와 정보 검색 시스.
템간에 일관성을 보장하게 하고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특.
히 사서와 목록자들은 정보 조직과 검색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들을 개발할 때

자신들이 과거의 전문가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저명한 도서관 기준으.
로는 MARC, AACR, LCSH, Dewey Decimal and the Library of Congress

이 있다 이 수준 높은 표준화가 세계 도처의 도서관들 사classification system .
이에 자원 공유와 시스템 개발 작업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또한 도서관들이 세계서지통정 에 목적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UBC) .
그러나 도서관 표준의 모든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온라인 목록들.
은 여전히 개념상의 모델이 카드목록이었을 때 만들어진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의 목록 레코드들은 목록 이용자들이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위의 관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최근.
의 기준들은 또한 목록자가 인터넷상에서 유용한 많은 전자 문헌들과 새로운 형

태의 정보 표현과 보조를 맞추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지 않는다 주로.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와 같은 새로운 도구web crawlers knowbots
들은 유용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정밀도에는 미.
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도구들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정보로의 억세스를 요구한다.
최근 문헌정보학 컴퓨터 과학 정보 시스템 문헌에서 가장 최신의 토픽 중 하, ,
나는 즉 디지털 정보 자원들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이다metadata , .

와 에 따르면 메타데이타는 본래의 문헌 혹은 저작의 특징과Milstead Feldman
내용들을 기술한다 그리고 그것의 주요 기능은 자료 발견을 지원하는 것이다. .
목록 레코드는 메타데이터 형태이며 그것은 문헌의 특징 저자명 서명 출판자( , , ,
주제명 등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록자와 색인 작성자들은 수년동안 코) .
드를 이용하여 정보 자원들이 표준화된 표현을 만들어 왔으며 그 코드에는

같은 표준화된 양식 같은 통제된 용어리스트 등이 포AACR2, MARC , LCSH
함된다 이들은 도서관 메타데이타의 전통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계. .
속적인 유지를 필요로 하며 지난 십년간의 문헌정보학 연구는 이 점에 대해 부

단히 주목하고 있다.
년 월에 목록계에서는 가장 저명한 기준인 의 원리와 미래를 연1997 10 AACR2

구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회의 논문들은 다양한 화제들을 다루었고 놀랍.
지는 않으나 흥미로운 점들이 추천되어졌으니 아마도 미래에는 전통적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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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그리 급진적이지 않은 변화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는 개. Fattahi AACR
정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온라인 환경내에서 목록의 목적을 재검토하는 매우 기

본적인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는 코드의 기초적인 원Delsey
리와 논리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자료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는.

가 정보자원들 내에 가능한 모든 범위의 링크들을 개발하는 레코드들을AACR2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회의에서 여러 참가자들이 에 대해 빠르고 급진적인 변화들보다는 오AACR2
히려 보수적인 접근을 주장하였다 는 목록을 만드는 규칙들이 모든 종. Howarth
류와 모든 크기의 도서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코드에 대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기억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는 우리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점과. Hagler
관련된 에서 전문 용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드시 개념들AACR2
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이름 서명으로 가장 조심성있( :main entry , ).
는 회의 논문들은 의 기원을 연구하고 그것의 미래에 대해 탄원한AACR2

과 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의 원칙들이 여전히 적용되며 전Gorman Oddy . AACR2
자 문헌들의 측면에서조차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옹호했다 그리고 커다란 변.
화들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서지항목을 희생하여 저작물에 너.
무 초점을 두는 것에 반대론을 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물리적 형태로 명시된.
일들에 대한 마스터 레코드를 창조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말했던

정보의 검증을 축소시키는 단순화에 반대하였다 과 는 목록자들이. Gorman Oddy
가장 높은 수준의 전거통제와 표준화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고 처리된 변화에

대한 열 가지 안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다른 전통적인 표준에 대한 변화가 년대 연구에서도 토론되었다 예를 들1990 .
어 는 표준에 대한 많은 국가적인 변화들의 조화 과정을 서술했Hendrix MARC
고 은 전거파일들의 국제화에 대해 논하였다 은Oddy, Tillett, Danskin . Gorman
더 지역적 용어와 가 이미 조정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선호했고LCSH ,

과 는 가 고려된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주제 용어 코드는Gorman Oddy AACR3 ,
편목가의 완벽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LCSH .
미래의 를 예견한 같은 이들에게 주목을 끈 분류방식은 디지털에 기DDC Miksa
반을 둔 미래의 개인 도서관 과거의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을 포함한 또 다른( )
도서관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수준과 대안 마련을 가능케 하였다 은 주. Gorman
제 용어와 조화를 이루어 분류가 매우 풍부한 주제 검색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

다라고 하였고 등은 디지털자료의 주제 표목의 자동 부여를 위한 기, Thompson
호로서 개념을 평가하고 있다DDC .
비록 존재하는 표준들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많은 새로운 표준들이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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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아래 만들어지고 있다 와 은 메타데이타의 체계적인 개. Milstead Feldman
발에 주요한 방해물 중 하나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과잉임

을 언급했다 더블린 코어 그리고. Text Encoding Initiative Header, , RDF, GILS
프로파일 같은 이름들이 우리의 문헌상에서 자주 나타난다 정보 검색에 대한.
이들 메타데이터 구조는 사서들이 최근 깊게 연관된 논쟁점이다 어떤 메타데이.
터는 이미 코딩 형태로 전자 문서들에 끼워져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HTML .
대체로 표준화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는 전자 문헌의 코딩 내에서. OCLC
나타나는 일련의 개 표준 세트인 더블린 코어를 개발하는데 주도자가 되어 왔15
다 그 세트는 도서관 목록 기록들에서 표준 필드들인 주제명 서명 저자명 출. , , ,
판사 출판년도 같은 전통적인 서지정보의 특징들을 포함하고 다른 대행인 편, , (
자 개작자 그리고 저작에 대해 주요한 지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 대상의 형태, , ), ,
그리고 형태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도 포함한다.
메타데이타를 전자 문서들에 추가하는 개념이 놀라운 것은 아닐지라도 디지털

문서들이 자체에 목록화되어지는 데이터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메타데이터의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는 예상하기. . Geh
를,

전자책들 혹은 자체 검색하는 정보 모듈들은 도서관내에 들어올 때 그들 스

스로를 목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록은 훨씬 더 포괄적이다 배가 과정은. .
오래된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대체하고 의미 링크와 상호 관련된 참고를 서가,
의 다른 정보 모듈로 자동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정보 모듈의 경계가 없어.
지고 정보환경으로 혼합되어 참조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고 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Oddy .

전자 문서들이 관련되는 한 원문 자체는 표준정보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
정보는 서지레코드를 편집할 때 목록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거나 혹은 정말

그 자체로 목록 레코드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전자문헌은 그 자신의 통합된 목.
록 레코드와 함께 한다.

의 의견은 흥미롭게도 레코드 개념과 유Oddy Cataloging in Publication(CIP)
사하다 그러나 데이터 대신에 우리는 지금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메. CIP .
타데이터는 목록자들이 목록 레코드들을 생성하고 있는 한 내내 주변에 있어 왔

으나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어려움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지금 매우 유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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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목록자들이 요구해야 할 영역이다 메타데이터는 정보 표준화에 관한. .
것이고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은 목록자들이 수세기 동안 해왔던 것이다.

목록 목록화 그리고 목록자들의 미래4. , ,
이 논문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어떻게 미래의 목록 목록화 그리고 목록자들에, ,
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다? .

현재의 목록 유지4.1
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도서관 목록은 세기 이전에 가 확인한 목. 1 Cutter
록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 . Hirons

은 전자시대에도 우리의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Graham .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자료 새로운 유형의 목록 새로운 이용자의 기대치는, ,
접근점을 제공하고 통정을 용이하게 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분량을,
분담하는 목록의 궁극적 목적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동화된 인터넷 검색엔진.
의 부정확성과 자신들끼리만 연결된 웹사이트의 확산이 목록화 의infrastructure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에 전념하는 것 레코드의 적합성 협력 성취가 성. , ,
공의 비결이다 전거통제와 표준화된 양식화작업이 효과적인 검색을 가능케. data
하고 중복 을 최소화하고 서지 정보의 이동과 교환을 용이하게 한(redundancy)
다 전문용어와 목록 관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확대된 역할4.2
에 따르면 전자환경에서 대학도서관의 목록자들은 목록에서 정보의 조Vellucci

직화로 개념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시도하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다양한 목록자 정보 의 생성 대상물 기술의 개. , DB ,
념적 이해 계층 서지 관계 구조 이용자의 요구의 개념적 이해를 포함한, , , DB ,
다.

목록자 수는 줄지만 시야는 넓어진다4.3 .
은 인쇄정보와 전자정보를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목록자들의Gorman

수는 줄 것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더욱 전문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좁은 시야 다수가 하는 비전문적 목록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소수가 하는 전,
문적인 목록작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서지 통정의 고유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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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고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명칭의 변화4.4
와 는 라는 용어가 미래에는 목록자의 책Buttlar Garcha professional cataloger

임의 증가를 반영하는 의미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은 장서를 구축. Steele
하는 것은 사서 본연의 것이 아닌 반면에 목록은 완전히 사서들의 영역이라고

최근에 쓴 하버드대학도서관의 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Kenneth Carpenter
한다.

명칭이 바뀔 것이라는 그의 전제에 따르면 지식을 조직화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긴 용어 가 쓰일 것이다 목록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대Net future .
열에 합류될 것이다.

다른 조직체와의 경쟁과 불확실성4.5
미래에도 목록자들이 존재할지는 미지수이다 는 목록과 목록자들의 미. Ayres
래를 예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면서 대답은 목록자와 목록이 인터넷이

생성한 상황 때문에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라고 믿는다 서지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이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선

언하면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통정이 전문적인 사서에 의해서 운용될"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에 집중될 것인지이다 라고 덧붙였다" .

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단지 영역을Levy access
넘어서 목록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숙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작업을 목록작업으로 봐야할지 혹은 초기 목록작업의 성장으로 봐야할지 물

었다 사서들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조직할 수 있는 지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조직화된 인트라넷상황에서 다른 조직 그룹들은 지역적이고 특히,
관심있는 내용의 정보를 조직하는 사서들의 전통적 역할에 도전할 것이라고

는 지적한다 여기에는 정보네트워크 기술과 레코드 조직에 능하지만 정Klobas . ,
보의 내용과 사용에 반드시 능하지만은 않은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더 많은 아웃소싱4.6
많은 도서관에서 누가 정보를 조직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은 일시적 관리 현상이라고 믿지만. Re-engineering
의 다음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Hirsh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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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주요 정보제Re-engineering
공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압력이 있다 도서관은 더 이상 학술정보의 유.
일한 배포자가 될 수 없고 각 지역 도서관의 목록들은 더 이상 이용자에 대한 학,
술접근의 주요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다가올 수년내 외주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외주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지 유틸리티를 찾을 것이고 책이 보내짐과 동시에 도,
서관목록을 배달하는 서지레코드의 판매를 포함한 완벽한 수서 패키지를 제공하

는 출판업자를 찾을 것이다 와 는 대학도서관에서 목록자는 외주. Buttlar Garcha
조직을 고용하는 추세를 보게 될 것을 발견하였다.

변화된 조직구조4.7
미래에 목록자들은 현재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조직구조내에 일할 것이다.

와 은 서비스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일상적 봉사를 제공Drabenstott Burman
하기 위한 혹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팀과 함께 하는 실상보다 좋

게 보이는 구조를 예측한다 또한 기술적 봉사직원들의 전통적인 그룹화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미래의 기술적 봉사 직원들의 물리적 위치는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조만간 수서와 정리직원들 사이의 구분.
은 사라질 것이다 둘 다 상당한 시간을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서핑에 보낼 것이다.

기술작업 감소 내용분석과 평가작업 증가4.8 ,
와 은 훌륭한 주제목록자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Drabenstott Burman

같이 예언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디지털산물을 조정하고 자동적으로 생성할.
것이므로 직원은 문헌 대용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점차 덜 든다 직원들은 디지.
털 산물의 지적 내용을 요약하고 그들간의 연계성을 세우고 만들며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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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4.9
목록자들이 미래에 역할을 할 부분은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는 이같이 말한다Ayres .

다음 몇 십년간 전개될 것은 정보원에서 발췌된 시스템일 것이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발췌가 이루어지고 전시될 것이다 목록과 목록자.
는 이점에서 분명한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전 시스템과 표준의 한계점

과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통합요구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목록자들은 이전 시스템과 표준의 한계성을 알고 있고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에 관계없이 정보접근의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 다

른 정보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있다.

결론5.
은 목록자들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목록과 목록자들이Gorman : "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 반대임을 확신한다 목록자들, .
은 미래의 도서관과 사회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부류의 목록자를 요구하는 구직광고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 또

한 분명한 것이다 은 이러한 직업을 네트워크화된 정보원의 목록사서. Beacom " "
혹은 의 전문가 라와 같은 직위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이러한 새로"metadata " .
운 목록자 부류는 이미 보았듯이 막대한 일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필요하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인터넷자료를 목록하고 혹은 자바프로그램을 쓰고 인터넷자, C, Perl,
료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관리한다. .

을 쓰고 네트워크 자료를 구조화하고 전달하기 위한 도서관 정책을 개HTML ,
발하고 도서관의 다른 디지털 검색에 대해 상담하고 대학가의, WWW, SGML,
정보시스템을 팀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기술적 봉사 관리부를 개발. ,
지원한다 그리고 도서관 목록 뿐 아니라 인터넷 자체를 구조화하는. metadata
표준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의 목록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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