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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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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oes by purpose that analyzes general satisfaction index and
dissatisfaction factor of Korean library automation softwares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Index(CSI) evaluation, motive quality elevation of
library automation software goods/services. According to result that take
advantage of Internet survey system and evaluate CSI of library automation
software vendors' goods/services, CSI of customer support services appeared
low, and was expose that it is difference that each vendor's goods/services
CSI. Lastly, proposed to propel active management planning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CSM)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for elevation of CSI.

키워드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객만족경영: , , , Library
Automation System,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1) 부산여자대학 도서관 사서(chjeon@selsong.pwc.ac.kr)



4 국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서론1.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에 부담을 갖는 계층에게는 여전히 은행에서 출금을 하

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지니고 직접 창구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
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불카드로,

기를 통해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손쉽게 출금ATM(Automatic Teller Machine)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창구를 통하지 않는 것이 관리비가.
저렴하므로 예컨대 창구거래보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뱅,
킹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화에 의한 영향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급.
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 또는 전산화의 거센. ,
바람은 도서관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즉 사서가 있어야 하고 그. , ,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야 한다 직원 자료 시설이 갖추어졌다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조직방법 개. , , ,
관시간 대출책수 및 대출기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 .
나 이 과정에서 도서관 관리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목록으로 편목하여 목록함을 통해 자료를 찾;
게 하고 북카드를 이용한 대출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으로 편목하여, MARC

으로 자료를 찾게 하고 바코드를 이용한 대출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OPAC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관리자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기계나 컴퓨, .
터를 활용한 자동화가 전통적인 수작업 에 비해 비용 대 효과면에서 훨씬 우(?)
수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판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년대 이후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업무의1970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의 자동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즉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년대까지만 하더라, ' ' 1980
도 철저히 자급자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도서관 전산화' ' .
시장에 뛰어들어 진보된 기술력으로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 각급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 자체개발이 현,
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뒤늦게 전산화를 시작하려는 많은 도서관들, (?)
은 내부에서의 자체개발보다는 외부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을 턴키식

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울게 된다 년 월 현재 도서(Turnkey System) . 1999 12
관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
하는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전문 특수도서관의 에 불과하며 공공도서6%, · 9% ,
관에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한 곳은 단 한곳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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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문 특수도서관의 그리고 모든 공공도서94%, · 91%,
관은 구입 또는 수증의 방법을 통해 외부에서 개발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개발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 시장경제,
의 법칙이다 도서관수의 증가 전자매체의 발달 아웃소싱 활성화 국가적 차원. , , ,
의 도서관 정보화 정책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공공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 ·
설치 등 디지털도서관 구축경쟁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도서관과 관련),
된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히 이 분야로 진출하는 업체의 수도 늘어나

고 있다 또한 외부의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 ,
을 인식한 도서관들은 외부의 기술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

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 관련 업체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
지만 그동안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 품질 평가나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노,
력들이 의외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여론조

사 기법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 전

산화 프로그램 및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도서관 전산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한편

으로 업체들간의 건전한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및 고객

지원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2.

조사분석에 앞서 본 고에서 다루어질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용어와 범주

를 정의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고객, ,
만족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정의2.1
도서관에서 현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는 그림 과 같이 구분할 수1〔 〕

있다 이중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서 정리 대출 검색 연. MARC , , , ,
간물 등의 기본적인 모듈을 갖춘 토탈시스템을 본 고에서 정의하는 도서관 전산

화 프로그램의 범주로 본다.2) 참고로 그림 에서 진한 바탕색으로 정의한 도1〔 〕

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기능을 벗어나는 범위 컨텐츠 요소기술 의 일부 혹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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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포함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관련업계에서는 흔히 디지털도서관솔루션,
전자도서관솔루션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림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범주[ 1]

도서관 전산화와 유사한 용어로는 도서관 정보화와 도서관 자동화를 들 수 있

다 도서관 정보화라는 용어는 업무의 자동화에 컨텐츠의 개발 서지 원문 구. ( / DB
축 이 포함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도서관 자동화 는 도서) . (Library Automation)
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나 기타 기계를 도서관에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3) 그러나 늘어나는 관내 업무처리를 위한 단순한 도서관 업,
무의 자동화라는 의미보다는 도서관에서의 최첨단 전자정보기술의 응용을 통하

여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에 따른 발전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

2) 최근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들은 관리영역을 오라클 인포믹스 과 같은DB , , MS-SQL
강력한 기능의 전문 으로 연동하고 있으므로 전산화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프로그DBMS , (
램 하드웨어 서버 및 클라이언트 으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 ( ), DBMS .
만 의 가격이 만만치 않으므로 학교도서관 등의 예산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도서DBMS
관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지 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자체적인 파일시DB
스템을 통해 를 관리하고 있다DB .

3) 사공철 등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 , 1996, p.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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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하므로4) 도서관계에서는 전산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
프로그램과 유사한 용어로는 시스템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시, , .
스템이란 원래 집합 순서 방법 체계 등을 의미하지만 컴퓨터 분야에서는 소프, , ,
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패키지라는 용어도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솔루션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적절한 용어이나 도서관계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나.
도서를 관리한다는 협의의 성격이 짙다 본 고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 ' ' .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 .

국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및 현황2.2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년에 개발한 연속간행물 관리시스템1976
이 국내 최초의 전산화 시도로 언급되며 년 국제경제연구원의 자료정보실, 1977
이 양서 단행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시킨 이후 본격적인 전산화가 시작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년대 후반부터 전산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 1970
며 국회도서관에서도 년부터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등에 컴퓨터를 응용하여, 1977

년에는 국회정보종합검색시스템인 를 개발 운영하기 시작했다1985 NOLIS ·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도서관 전산화는 자체개발 위주였다 동의.
대학교의 인하대학교의 서울대학교의DELIAS(1983. 9), ITIS-LIS(1984. 9),

포항공과대학의 한림대학교의SOLAS(1984. 9), PLASMA(1986. 7), LOIS(1987.
이화여자대학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3), ELIS(1989. 3) 5) 연세대학교. (1989. 9)

의 경우는 외국의 패키지인 를 도입한 사례이다DOBIS/E . DOBIS/E(Dortmunt
는 독일의 대학 도서관과 벨기에의Online Blbliotheks Systm/WINE) Dortmunt

대학 도서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사에 의해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Leuven , IBM
진 프로그램이다.6)

4) 유사라 하이퍼미디어 도서관 정보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 , , 1997. p.13.『 』

5) 유사라 앞의 책, , pp. 381-383.
6) 김민주 영남전문대학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영남전문대학 논문집 제, “ ”, 『 』

집25 , 199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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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가 도서관들이 전산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던 시기라면 년대1980 , 1990
는 외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작한 시기이다.7)
자체개발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문제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시스템,
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개발방식보다는 외부 패키지를 도입하는

방식이 비용효과면에서 유리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외부에서 개발

한 패키지를 도입하는 대학도서관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8) 년대 초에1990
자체개발을 일찍 포기하고 외부 패키지를 도입한 고려대학교9) 한양대학교, 10),
부산대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서관 전산화 초, 2000
기부터 자체개발을 통해 를 가동하던 동의대학교 를 가동하던 이DELIAS , ELIS
화여자대학교 등이 자체개발을 접고 상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 패.
키지를 사용하던 연세대학교에서도 국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자체개.
발 프로그램을 가동중인 도서관은 전문도서관 일부와 계명대학교 대림(KIMS),
대학 등의 소수의 대학도서관 만이 남은 상태이다(DAELIS) .
표 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방법을 살펴보면 상용 프로그램의 증< 1> ,

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년 동안 상용 프로그램의 도입은 대학도서관은. 5
배 전문 특수도서관은 배로 늘어났다 자체개발이나 용역개발 또한 도서관 수2 , · 3 .
의 증가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증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도서관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새로 설립되는 도서관이나 소규모 자,
료실 등에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어려우므로 국립중앙

도서관이 무료로 배포하는 를 도입했기 때문이라 하겠다KOLAS .

7) 자체개발과 외부 패키지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방준.
필, , http://kulib.korea.ac.kr/~bjp/writing/sysman.htm無題

8) 이제환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평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권 호, “ ”, · 30 1 ,『 』

1999. 3, pp. 5-6.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방준필 대학도서관 전산화 사업 고려대학교. , " :
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 권 호", 51 1 , 1997. 3, pp. 91-106.『 』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조왕근 한양대학교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소개. , "
도서관 제 권 호", 50 3 , 1995. 9, pp. 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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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방법 추이< 1>

관 종 별 연도 수증 구입 자체개발 용역개발 기타 계

공공도서관

2000 234 60 0 2 8 304
1999 275 46 0 0 1 322
1998 306 21 0 0 1 328
1997 282 14 0 3 0 299
1996 244 16 1 3 0 264

대학도서관

2000 63 243 19 10 1 336
1999 76 225 23 8 5 337
1998 102 203 15 14 2 336
1997 108 156 17 12 3 296
1996 95 126 15 5 0 241

전문 특수ㆍ

도서관

2000 76 107 18 21 24 246
1999 136 119 32 20 21 328
1998 134 98 42 22 3 299
1997 129 66 39 15 3 252
1996 98 44 30 12 0 184

자료 한국도서관통계: 1997-2001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1)
우리나라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는 국립중KOLAS
앙도서관에서는 년부터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보급한1992 ,
비상용 프로그램이다 용 단행본 는 년 월에 용 단행본. PC KOLAS 1992 3 , UNIX

는 년 월에 각각 버전이 발표되고 이후 용 연속간행물KOLAS 1992 7 1.0 PC
와 용 연속간행물 가 개발되었다 년 월에 단행본KOLAS UNIX KOLAS . 1999 7
및 연속간행물 가 각각 버전과 버전이 발표된 후 더 이상KOLAS KOLAS 3.6 1.2

의 업그레이드는 중단되었다 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도서관. KOLAS
기본 업무에 충실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업그레이드 중단 및 사,
용법의 불편함11)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11) 년대 중반 이후 컴퓨팅 환경이 에서 체제로 변화하였다 소규모도서1990 DOS Windows .
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 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PC KOLAS DOS
문에 사용자들은 환경에서 용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다는, Windows DOS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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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운영체제로의 환경변화 대응과 전국 공. , Windows
공도서관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년 월ECO 1999 5

개발에 착수하여 년 월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KOLAS II , 2000 9
보급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현재 의 프로그램 자체는 공공KOLAS II . KOLAS II

도서관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나 와 검색엔진 및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 DBMS
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년 개교와 함께 미국의 의회도서관 시스템을 모델로1986

라고 명명한 도서PLASMA(Postech Library Automation System using MARC)
관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년 월부터 도서관 전산화 개발프로젝. 1991 3
트를 대학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여 년 월에 통합형 도서관시스템인1993 8

의 개발을 완료한다 년 월부터 보급을 위한 판권 양도LINNET . 1994 7 LINNET
계약을 통해 고원시스템 미르테크 삼성전자 시스템 영업사업부 등이 주로 대학, ,
도서관을 중심으로 의 보급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이후 년LINNET . 1999
월부터는 고원시스템과 가 보급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으며3 SK C&C ,

보급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포항공과대학교와 고원시스LINNET
템은 년 월에 결별하게 된다 고원시스템의 주요 인력은 인포테크2001 8 .

를 설립하여 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하고(http://www.odis.co.kr) ODIS ,
포항공과대학교는 의 업그레이드를 중단하였다LINNET .

도서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2)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한국컴퓨터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를 년SOLARS 1992
에 발표하였다.12)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국립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도입을 원하는 대학도서관에 무상SOLARS
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년에 한국컴퓨터에서 분사한 아이네크. 1998

가 현재 의 보급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http://www.inek.co.kr) SOLARS .
인제대학교 도서관은 다인시스코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를 년에WinLIS 1996
발표하였다 부산 경남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었으며 다인시스코는. · ,

이외에도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인 를 개발하여 보급하다가 년WinLIS ILIS 2000
월에 에센케이와 합병함으로써 이후의 의 보급 및 유지보수는 인제대4 , WinLIS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에서 담당하고 있다LISKOREA .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서울. , " ",宋俊湧 大學圖書館 電算化 推進現況

도서관 제 권 호49 2 , 1994. 6, pp. 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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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3)
년에 설립된 경일정보시스템 은 년 월에 도1987 (http://www.mae.co.kr) 1991 10

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인 매 을 발표하였다 년 월에는 매(MAE) 1.0 . 1997 2 (MAE)
윈도우버전을 개발하였으며 년 월에 영문버전인 를 발표하였다, 1999 6 MAELISA .

년에는 정보검색 솔루션인 를 발표하였다2001 Z39.50 Mae-Z Technology .
년 설립된 오롬정보 는 년 월에 오롬 을1988 (http://www.orom.com) 1989 9 2000

발표하였다 년 월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년 월에는. 1994 12 Vintage LAS , 1998 7
도서관 삼보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개발한 를 발표하였다KAIST , MAESTRO .

년에는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인 을 개발하였다2001 BaroClick .
년 삼보컴퓨터 시스템사업부로 발족한 인포넷1989 TG (http://www.tginfonet.
은 자료관리기능 자료검색기능 목록초록관리 대출관리기능 관리정보출co.kr) , , , ,

력 부가기능 등의 모듈을 갖춘 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년에는 오롬, FILES . 1993Ⅱ

컴퓨터 현 오롬정보 와 협력하여 의 하드웨어 환( ) UNIX TANDEM INTEGRITY
경에 오롬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한2000
다 이어 년에는 오롬테크 현 오롬정보 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1995 ( )

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TG-Vintage LAS .
년에 설립된 라이브텍 은 당 해에 도서관 전산화1990 (http://www.libtech.co.kr)

프로그램인 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년에 을 발표하였으Librarian-Plus 2.0 . 1995 4L
며 년에 를 발표하였다1999 Volcano .

년에 설립된 코아정보시스템 은 환경에서1990 (http://www.coreinfo.co.kr) UNIX
언어로 개발한 를 년 월에 출시하였다 이후 년 월에C AIMS 1993 3 . 1999 8 AIMS2
를 발표하였다.
미르테크 는 년에 설립되어 의 보(http://www.mirtech.co.kr) 1994 UNIX KOLAS
급을 시작하였다 년부터 포항공과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전국의 교육대학. 1995
을 중심으로 을 보급하였다 년 월에는 의 웹버전인LINNET . 1998 5 KOLAS Web

를 발표했다 이후 포항공과대학교와의 계약이 끝나고 년 월에 광KOLAS . 1998 9
주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를 발, SLIMA-ST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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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설립된 포스정보 는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1994 (http://www.phose.co.kr)
인 책꽂이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스탠드어론 방식의 책꽂이 용인 책, . 2000, LAN
꽂이 웹버전인 책꽂이 클라이언트 서버용인 책꽂이2000 LAN, 2000 WEB, / 2000

등으로 나뉘며 년 현재 전국의 여 학교도서관에 보급되어 있다C/S , 2001 2000 .
년에 설립된 바자울정보기술 은 년에1995 (http://www.vajaul.co.kr) 1996

를 개발하였다 는 호남지역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VAJAUL-LIS . VAJAUL-LIS
로 사용하고 있다.

년에 설립된 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계약에 의1995 ECO(http://www.eco.co.kr)
해 년 월 개발에 착수하여 년 월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1999 5 KOLAS II , 2000 9
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하였다 년에는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KOLAS II . 2001
인 를 발표하였다ECOLAS-S .

년에 설립된 아이넷씨엔씨 는 를 출시하1996 (http://www.inetcnc.com) ProLAS
였고 이후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인 도서지기를 발표하였다, .

년에 설립된 에센케이 는 당해에 을 출시하1998 (http://www.sa3000.com) SA98
였다 이후 을 발표하였으며 년에는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 SA99, SA3000 , 2000
인 를 발표하였다 시리즈는 전문 대학도서관 여기관에 납품되었S@junior . SA / 300
으며 는 대구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S@junior , , , ,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

년에 설립된 윈베이스소프트웨어 는 년에1998 (http://www.winbase.co.kr) 1999
를 개발하였다 년 월부터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개 도서관 디지BookWare . 2000 3 22

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개발을 수주하였다 대학도서관용 프로그램인.
의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인 공공도서BookWare, BookWare BookWare-Junior,

관용 프로그램인 의 학교도서관용 프로그램인SDLPRO, SDLPRO SDLPRO
를 내놓고 있다light .
년에 설립된 한미데이타 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1995 (http://hanmidata.co.kr)

램인 를 개발하여 년 현재 대학도서관 기관 전문도서관 기관Infgo 3.0 2001 1 , 12 ,
학교도서관 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메타서치엔진1 . Wherever ,

등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Z-server Z39.50 .
년에 설립된 우린정보 는 다센 을 발표하였1998 (http://www.woorin.co.kr) 21 2.0

고 년 월에 를 개발하였다 다센 은 우린정보의 전신인 제삼컴퓨터, 2000 3 weLIB . 21
주식회사에서 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다센 지식정보검색시1989 . 21
스템 검색기 시스템관리기 사전관리기 형태소분석기 색인기, Z39.50 , , , , DBMS

등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Gateway .
년에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경호 교수가 벤처업체로 설립한 나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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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년에 차세대정보통신과의 협력을 통해 학(http://www.nadonet.co.kr) 2001
교도서관용 전산화 프로그램인 를 개발 출시하였다SchoolPro , .

년에 설립한 제일넷 은 년 월에 학교도서관용2000 (http://www.jeail.net) 2001 10
전산화 프로그램인 를 개발하였다J-I .
이외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업체로는 년대 말에서 년대 초에는1980 1990
를 개발한 강동전자 을 개발한 신한전산 와 를 개발한LIMS , SLIM , LAMS ROLIS

윤컴 를 개발한 학산교육 등이 있으며 년대 중반 이후에는 의, SMARTLA 1990
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를 보급한 영실시스템 를 개발한 포도TINLIB , RIS/PDWeb
소프트 를 개발한 고려정보테크 심포니를 개발한(http://podo.co.kr), TEMS-LIB ,
성진기업 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시각(http://entertec.co.kr), CLON
세대 을 개발한 차세대정보통신(http://my.dreamwiz.com/bookorea/), Elite-21

를 개발한 경희컴퓨터 를 개발한(http://www.nextinfo.co.kr), local catts , LIMAS
화산시스템 등이 있다.
한편 년대 중반부터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들이 도서관 솔루션에 관심, 1990 SI
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다.13) 즉 삼성전자 구 대우정보시스, , LG CNS( LG EDS),
템 현대정보기술 등이 그들이다 이들 업체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 SI
첫째 디지털도서관 솔루션 시장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며 둘째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나 교육정보화사업에 하부 시스템으로서 문,
헌정보시스템을 포함시키는 경우이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도서관정보화사업. ,
즉 원문구축사업이나 서지 구축사업 디지털자료실 설치 도서관협력망사업, DB , ,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경우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원문관리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하드웨어 등을 묶어 솔루션 형태, ,
로 보급하는 형태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에서 보급하는 도서관 전산화. SI
프로그램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끼워 넣

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례로 년 모대학의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대. , 1997
기업 계열의 모 업체에서는 맥정보산업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도서관 전SI
산화 시스템으로 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맥정보산업이라는 업체ITLIS .
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하여 그 대학도서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

다 이 사례는 한편으로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선정의 주도권이 당사자인.
대학도서관이 아닌 전자계산소에게 주어짐에 따른 실패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3) 이수상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본 전자도서관의 구축방안 국회도서관보 제 권, " ", 35 4『 』

호, 1998. 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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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과 고객만족경영2.3
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환경은 시장 고객 경쟁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1990 , ,

있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첫째 시장측면에서는 기업주도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
수요보다 많은 고객주도적 상황으로 변화했고 둘째 고객측면에서는 기본적이며,
단순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고객의 요구가 고

급화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으며 셋째 경쟁측면에서는 종래의 독 과점시대에서, , , ·
자유경쟁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고객만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고객만족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4)
고객만족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상이한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족이란,
개념은 인지적 상태 고객의 평가 정서적 반응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 ,
결합된 만족에 대한 판단의 크게 네 가지로 속성이 정의되고 있다.15) 첫째 인지,
적 상태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구매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하"
게 또는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 이며 둘째 고" ,
객의 평가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
는 정도에 대한 평가 고객의 사전기대와 제품의 실제 성과 또는 소비경험에서,
판단되는 일치 불일치 정도 등 일련의 소비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 로 정/ "
의된다 셋째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기대. , "
일치 불일치와 같은 고객의 다양한 인지적 처리과정 후에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
이며 넷째 고객의 판단으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충족상" , "
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품 서비스의 특성 또는 제품 서비스 자체가 소비에 대, / /
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으로 정"
의된다.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이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감동시킴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제품 또는 서,
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태16)를 뜻하며 고객만족경영이란 경,
영의 전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방법17)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위주로 전개하는 경영혁신의 요소라 할

14) 이유재 고객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소비자학 연구 제 권 호, " ", 11 2 , 2000. 6,『 』

p. 139.
15) 박명호 조명지 고객만족 개념의 재정립 한국마케팅저널 제 권 호· , " ", 1 4 , 1999. 12, pp.『 』

128-129.
16) 한국마케팅연구원 편 마케팅신용어사전 한국마케팅연구원, , , 1996, p. 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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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고객만족경영은 이윤창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즉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고정고객의 반복구매뿐만 아니라 호의적 구전광고,
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기업의 판촉 비용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기업이

익을 크게 늘려 주게 된다.18) 이러한 고객만족경영의 효과는 그림 와 같이 설[ 2]
명될 수 있다.

그림 고객만족경영의 효과[ 2]

17) 마이네트 편 마케팅 신조류 경문사, , , 1995, p. 4.『 』

18) 한국마케팅연구원 편 앞의 책, , 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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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경영이 새로운 경영방법으로 정착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와. KCSI NCSI, KS-SQI
등이 있다 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KCSI(Kore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서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1992 ,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각 산업 및 기업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고객의 불,
만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객만족경영의 전

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19) NCSI(National Customer
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미시간대학 국가품질연구소와 공동으Satisfaction Index)

로 개발한 국가고객만족지수로서 국내외에서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 ,
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해당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 본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수준의 정도를 모델링에 근거

하여 측정 계량화한 지표를 나타낸다 년부터 매년 분기마다 고객만족지수, . 1998
를 기업별 산업별 경제부문별 국가단위로 측정 발표하고 있다, , , , .20)

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KS-SQI(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경영연구소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과 고객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한 서비스

산업 전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
로서 년부터 매년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와 가 제조산, 2000 . KCSI NCSI
업과 서비스산업을 동일한 평가수단으로 측정하는데 반해 는 서비스산, KS-SQI
업 평가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품질 측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21)

그리고 가 전체 고객집단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KCSI, NCSI KS-SQI
라면 학계나 기업에서는 주로 개별 고객단위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의, .
류 음료수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항공사 보험 증권 신용카드 스포츠센, PC, , , , , , , , ,
터 의료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등과 같은 제품 서비스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 /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22)과 같은 비영리기관

은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중인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분야에서까지 시민평가와 고객만족의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하겠다.

19) KCSI, http://www.kcsi.org
20) NCSI, http://www.ncsi.or.kr
21) KS-SQI, http://www.servqual.or.kr
22)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경Hernon, P., Altman, E., :『

영 한국도서관협회 백항기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 , 2001. ; , " ",』

한국비블리아 제 권 호12 1 , 2001. 6, pp. 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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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3.

연구의 목적 및 방법3.1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고객인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제품 및 서비

스23)에 대한 만족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로서는 각 업체들에게 불만.
족 요인에 대한 개선정책 수립에 일조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도서관 전,
산화 사업분야의 건전한 상호경쟁을 도모함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고객만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측정항목을 설문지로 만든 다음 소비자

의 응답을 얻어서 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4) 이를 위하여 설문지는 개별 업

체에 대한 제품 서비스/ 25) 평가 항목을 나누어 일반적 특성 문항 클레임 및 불5 ,
만요인 문항 제품만족도 문항 고객지원 만족도 문항 고객응대 만족도 문3 , 7 , 3 , 3
항 기업이미지 문항 결과변수 문항 개방형 질문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 3 , 3 , 1 28
성하였으며 여명의 현장사서들로부터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20 .
설문지의 세부 문항은 표 와 같다 등간척도는 점 척도의 을< 2> . 5 Likert scale
이용하여 매우 불만족 점 불만족 점 보통 점 만족 점 매우 만족 점으로1 , 2 , 3 , 4 , 5
측정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답자들의 집단정서. ,
는 자유기술식 응답내용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조사기간 및 방법으로는 년 월 일부터 동월 일까지 일간 도서관2001 10 16 19 4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한 회원 여명 이중 도서관 직원은 약 이며 나7,200 ( 25-30% ,
머지 회원은 학생 관련 업체 직원 일반인 등이다 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의지, , )
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인터넷 설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응답.
자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관 직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조사,
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상용 프로그램 개발의 모태가 된 개 도서관에6
소속된 직원은 응답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총 유효응답자는 명이었으. 195
며 이는 도서관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한 우리나라 도서관 직원 명의1,700-2,400

23) 미국마케팅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서비스란 독자적으로 판매되거나 제품의 판매에 연, "
계되어 제공되는 활동 혜택 혹은 만족 을 말한다 이정학 서비스경영 기문사, " . ( , , ,『 』

2001, p. 27.)
24) 이유재 울고 웃는 고객 이야기 연암사, , , 1997, p. 192.『 』

25)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대개 턴키식으로 납품된다 턴키식 이란 업. (Turnkey System)
체가 전산화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서는 하드웨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을 설치하고 그에( )
따른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
자체 및 설치 최적화는 제품으로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은 서비스로, , (maintenance), A/S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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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에 해당한다10% .
조사방법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과학적인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지 배포가 아,
닌 인터넷을 통한 공개설문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문결과를 우리나라 도서관 직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한 도서관 직원은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비해 업무 관련 최신정보의 입수

및 교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본 설,
문조사에 참여한 적극적 이용자 집단26)의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는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변수 특히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한 구전은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
하고 있으므로 본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구,- -
전효과의 영향력은 매우 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만족도 평가 대상을 프로그램별이 아닌 업체별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
따라서 현재 신 버전을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버전의 보급량이, ( ) ( )新 舊

더 많은 업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제품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객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업체를 대. ,
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종류나 버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객만족도 조사의 특성상 조사시점에 따라 응답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
강하게 작용하고 감정에 따라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설문조.
사 시점을 중심으로 몇 달 사이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담당 업체가 교체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보급을 중단한 업체가 있었는데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응답자,
의 감정이 반영되어 다른 업체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설.
문조사법 자체의 한계점이기도 하므로 향후 후속연구가 수행될 경우 심층면담이

나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만족의 개념 및 측정방,
법 고객만족의 결정변수 및 결과변수 선정 등 조사방법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
을 가진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역량이 부족함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
아직 시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시험적 연구 라는 데 의의를 두고(pilot study)
자 하며 본격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26) 유정인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의, :『

대학교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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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문지 구성 및 항목< 2>

구 분  항 목  척 도 

일반적 특성

관종

직무내용

거래업체

프로그램 도입방법

유지관리계약 여부

명목척도

클레임 및 불만요인

클레임 방법

최근 년간 클레임 회수1
불만요인

명목척도

선다형( )

제품만족도

인지품질

모듈별 만족도 이용자검색( ,
정리 대출 수서 연간물, , , )

업무향상성

등간척도

고객지원 만족도

정확성

신속성

부가서비스

등간척도

고객응대 만족도

접근성

대응성

친절성

등간척도

기업이미지

도서관 요구 반영도

정보환경 및 기술 반영도

고객만족경영 추진성

등간척도

결과변수

교체필요성

재구매

구전

등간척도

자유응답 불평 및 건의사항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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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3.2
응답자의 독립변수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직무내용별로는 일반업무가 명 전산업무 전담자가 명 일반업무와 전산업85 , 16 ,
무를 병행하는 이가 명으로 나타났다 명 이내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중 소94 . 10 ·
규모 도서관에서는 전산업무 전담자를 따로 두지 않으므로 세 번째 유형의 응답

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전산화를 직접 담당하는 전산사서.
(Systems Librarian)27)가 명으로서 일반사서보다 응답수가 많은데 자신의110 ,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설문이므로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본 조사에 참여한 일반업무 담당자는 도

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 도서관 직원

특히 전산사서들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가정이 가능하,
다.
프로그램 업체별로는 인포넷 명 미르테크 명 고원시스템 명 경일TG 26 , 19 , 19 ,
정보시스템 명 라이브텍 명 오롬정보 명 코아정보시스템 명 에센케이16 , 15 , 15 , 15 ,
명 아이네크 명 국립중앙도서관 명 명 포스정보 명14 , 12 , 11 , ECO 7 , 7 ,

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비상용 공개프로LISKOREA 6 .
그램인 및 용 를 보급하는 국가기관이며 의 업그레DOS UNIX KOLAS , KOLAS
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는 전문업체인 에서 개발 및 보급을KOLAS ECOⅡ

담당하고 있다.
도입방법별로는 구입이 명 수증 및 공개 데모프로그램 사용이 명이 응답164 , / 22
하여 상용 프로그램의 구입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의 일반적인 형태임

을 알 수 있다.
유지관리계약별로는 계약이 명 미계약이 명이 응답하여 구입 이후의 유123 , 55
지관리계약이 정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7) 권기원 방준필 도서관자동화에 따른 사서의 전문영역 확대 전산사서의 등장 한, , " : ", 『
국문헌정보학회지 제 권 호31 3 , 1997. 9,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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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립변수 및 일반적 특성< 3>

구 분 빈도 명( ) 백분율

관종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특수도서관/
기타

22
115
20
28
10

11%
60%
10%
14%
5%

직무내용별

일반업무

전산업무

일반업무와 전산업무 병행

85
16
94

44%
8%
48%

업체별

경일정보시스템

경희컴퓨터

고원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라이브텍

LISKOREA
맥정보산업

미르테크

아이네크

아이넷씨엔씨

에센케이

영실시스템

오롬정보

ECO
차세대정보통신/LG-EDS
코아정보시스템

인포넷TG
포스정보

프로텔코리아

한강시스템

자체개발

16
1
19
11
15
6
2
19
12
1
14
1
15
7
3
15
26
7
1
1
3

8%
1%
10%
6%
8%
3%
1%
10%
6%
1%
7%
1%
8%
4%
2%
8%
13%
4%
1%
1%
2%

도입방법

구입

수증

공개 데모프로그램/
모른다

164
12
10
9

84%
6%
5%
5%

유지관리계약

계약

미계약

모른다

123
55
17

63%
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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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거래업체에 대한 불만내용은 표 와 같다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 4> . ,
프로그램의 자관 환경 최적화에 대해 가장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현 거래업체에 대한 불만사항< 4>
구 분 빈도 명( ) 백분율

정기점검 5 3%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41 21%
사용자교육 매뉴얼갱신, 16 8%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72 37%

프로그램의 자관환경 최적화 61 31%

제품 및 서비스 고객만족도 분석3.3
프로그램 자체의 품질 만족도는 표 와 같이 평균 최고 최저 로< 5> 3.11( 5, 1)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및. T-test

를 수행한 결과 도입방법별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one-way ANOVA 95%
를 나타내었고 유지관리계약 여부별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90%
내었다 즉 구입이 수증 또는 공개 데모프로그램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유지관리. , /
계약을 체결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요인별 제품 만족도< 5>
구분 산술평균 표준편차 T(F) p
전체평균 3.1128 1.0292

관종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특수도서관/
기타

2.7727
3.1391
3.05
3.3928
2.9

1.0203
1.0503
1.099
0.8751
0.9944

1.2700 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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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술평균 표준편차 T(F) p

직무내용별

일반업무

전산업무,
일반업무 전산업무+

3.1294
3.1

0.9974
1.0575 0.1973 0.8437

도입방법별
구입

수증 공개 데모프로그램, /
3.1829
2.6818

1.0107
1.1291 2.1533 0.0325**

유지관리계약
계약

미계약

3.2113
2.909

1.0263
1.1212 1.7981 0.0738*

*p<0.1 **p<0.05 ***p<0.01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결과변수는 표 과 같다 전산화 프/ < 6> .
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도서관 업무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비록 기

능이 부족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비해서 전

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작업성과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모듈별 만족도는 대출시스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출시스템은 원래 대출이란 업무가 반복적이고 다른 업무로부터 쉽게 분. ,
리할 수 있기 때문에28) 다른 모듈에 비해 전산처리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전산화
에 따른 효과도 크므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리시스템.
도 편목 위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기능이 대동소이하므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물과 수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수서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도서관마다 과정이나 방법이 매우 상이한.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관 업무의 절차와 프로그램상의 절차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만족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연간물 업무도 주문 갱신, , ,
클레임과 같은 업무가 수서업무와 유사하므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지원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인

부사서비스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객응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접근.
성과 친절성은 비교적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다 결과변수에서 구전. (Word of

이 낮게 나타났다mouth) .29) 자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해 만

28) 정영미 안현수 전자도서관구축론 구미무역출판부, , , 1998. p. 133.ㆍ 『 』

29) 선행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 실무강좌팀이 개. 25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타기관 추천여부에

대해 아니오 라는 응답이 로 예 라는 응답 보다 많았다 실무강좌팀 도서관" " 62% " " 38% . ( , "
전산화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민과 도서관 제 권 호(2) : ", ' ' 2 2 , 2001. 6, p. 174.)



24 국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이나 직원에게 긍정적인 행동 구입추천 등 을( )
하겠지만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행동 악평 등 을 할 개연성이 높을( )
것이다.

표 제품 서비스 만족도< 6> /

구분 (N=195) 산술평균 표준편차

제품의 전반적 만족도
제품 만족도 3.1128 1.0292
업무향상성 3.7794 0.9067

제품의 모듈별 만족도

검색시스템 3.1487 1.017
정리시스템 3.2602 0.9829
대출시스템 3.2916 0.9885
수서시스템 2.7844 1.0778
연간물시스템 2.6722 0.9664

고객지원 만족도

정확성 2.9846 1.072
신속성 2.7846 1.0816

부가 서비스 2.3282 1.1775

고객응대 만족도

접근성 3.4974 1.1943
대응성 3.0512 1.1248
친절성 3.4564 1.1269

기업이미지

도서관 요구반영도 3.1435 1.0551
정보환경 및 기술 반영도 3.3179 1.0361

고객만족경영 3.0564 1.1131

결과변수

교체 필요성 3.3435 1.2599
재구매 3.0256 1.2075
구전 2.8205 1.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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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3.4
제품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요인 결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
표 과 같이 측정 요인간에는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7> (+) .
객지원 서비스에서의 정확성과 신속성 고객응대에서의 접근성과 대응성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가서비스는 말 그대로 부가적.
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재구매 의도는.
고객만족요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 전산화 프.
로그램은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아닌 기관이 구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새,
로운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는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전의 경우 제품 및 서.
비스 만족요인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인한.
결과로써 동일 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재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더

라도 구전을 통해 다른 도서관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은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업체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표 요인별 상관 분석< 7>

구 분
제품

만족도
정확성 신속성

부가

서비스
접근성 대응성 친절성 재구매 구전

제품만족도 -
정확성 0.5294 -
신속성 0.3877 0.6995 -

부가서비스 0.3435 0.3388 0.3795 -
접근성 0.3566 0.5172 0.4743 0.2718 -
대응성 0.4268 0.6845 0.6785 0.3335 0.7443 -
친절성 0.3597 0.6117 0.5758 0.2633 0.7419 0.7906 -
재구매 0.3792 0.4383 0.4896 0.3130 0.3306 0.4809 0.4421 -
구전 0.6891 0.6757 0.5863 0.3450 0.5271 0.6529 0.6142 0.573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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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고객만족도 분석3.5
각 업체별 고객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명 이상 응답한 개 업체5 12
및 개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을 대상으로 를 수행1 ( : KOLAS) one-way ANOVA
한 결과 제품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는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90%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접근성 친절성 도서관 요구반영도 구전은 유의수준. , , , ,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향상성 부가서비스 대응성95% . , , ,
정보환경 및 기술 반영도 고객만족경영 추진성 교체의 필요성은 유의수준, , 99%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 표< 8-1> < 8-3>30)의 결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각각의 만족

요인 및 결과변수별로 고객만족도 상위 개 업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5 .31)
제품 만족도에서는 라이브텍 미르테크 아이네크 인포넷 포스정보가 만족, , , TG ,
도가 높았다.32) 업무향상성에서는 라이브텍 아이네크 에센케이 오롬정보 포스, , , ,
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정확성에서는 라이브텍 아이네크 오롬정. , LISKOREA, ,
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부가서비스에서는 라이브텍 아이네크 에센케, . , ,
이 인포넷이 만족도가 높았다 접근성에서는 고원시스템 라이브텍 미, ECO, TG . , ,
르테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대응성에서는 라이브텍, , . ,

미르테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친절성에서는 라LISKOREA, , , .
이브텍 미르테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정보환경, LISKOREA, , , .
및 기술반영도에서는 라이브텍 미르테크 아이네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 , , ,
도가 높았다 도서관 요구반영도에서는 라이브텍 미르테크 아이네. , LISKOREA, ,
크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고객만족경영 추진성에서는 라이브텍 미르테, . ,
크 아이네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재구매 의도에서는 라이브, , , .
텍 미르테크 아이네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구전에서는 라, , , , .
이브텍 미르테크 아이네크 에센케이 포스정보가 만족도가 높았다 교체 필요, , , , .
성은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를 프로그램의 불만족 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

만 교체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프로그램 업체는 미르테크 아이네크, , , ECO,
인포넷 포스정보이다TG , .

30) 표 에서 업체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에서 의 순서는 표 과 같< 8> , < 3>① ⑬

은 업체명의 가나다순이 아닌 무작위순임.
31) 이 결과를 전국의 모든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문응답자.

명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195 .
32) 고객만족순위별이 아닌 상위 개 업체의 회사명 발음의 가나다순임 이하 동일,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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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체별 고객만족도< 8-1> (1)

구 분 제품 만족도 업무향상성 정확성 신속성 부가서비스

전체평균   3.1128   3.7794   2.9846   2.7846   2.3282
①   3.2857   3.4285   2.8571   2.8571   2.8571
②   2.9333   3.6   3   2.5333   2.0666
③   3.3076   3.8076   2.6538   2.5769   3
④   3.7142   4.4285   3.8571   3.4285   1.8571
⑤   2.6875   3.875   2.75   2.3125   1.5
⑥   3.4166   4   3.25   2.9166   3.1666
⑦   3.0714   3.9285   3   2.8571   2.7142
⑧   3.2   4.3333   3.2666   2.7333   1.8666
⑨   2.7368   3.421   2.8421   3   1.8421
⑩   2.5454   3   2.5454   2.5454   1.8181
⑪   3.6   4.1333   3.8   3.2666   3.2666
⑫   3   3.8333   3.5   3.1666   2
⑬   3.4736   3.6842   2.9473   3   2.1578
F   1.7028   2.3141   1.9776   1.1130   4.4906
P   0.0699*   0.0092***   0.0290**   0.3525   0.0000***

* p<0.1    ** p<0.05      *** p<0.01

표 업체별 고객만족도< 8-2> (2)

구 분 접근성 대응성 친절성 도서관요구 정보기술반영

전체평균   3.4974   3.0512   3.4564   3.1435   3.3179
①   4   3.1428   3.4285   2.8571   3.4285
②   3.3333   2.6   3.2666   3   3
③   2.8846   2.6923   3   2.8461   3.3461
④   3.8571   3.75   4.5714   4   4.2857
⑤   3.375   2.9375   3.375   2.6875   2.8125
⑥   3.5833   3.1666   3.5   3.4166   3.5833
⑦   3.8571   3.7857   3.9285   3.2857   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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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근성 대응성 친절성 도서관요구 정보기술반영

⑧   3.2666   2.7333   3.2666   3.2666   3.8
⑨   3.8421   3.1578   3.421   2.8421   3.0526
⑩   3   2.4545   3   2.6363   3
⑪   3.9333   3.6666   3.7333   3.8666   3.9333
⑫   3.1666   3.3333   3.6666   3.6666   2.6666
⑬   4.2105   3.421   4.1052   3.3157   3.5263
F   2.2376   2.3395   2.1477   2.2303   2.3069
P   0.0120**   0.0084***   0.0163**   0.0123**   0.0094***

* p<0.1 ** p<0.05 *** p<0.01

표 업체별 고객만족도< 8-3> (3)

구 분 고객만족경영 재구매 구전 교체 필요성

전체평균   3.0564   3.0256   2.8205   3.3435
①   3   2.1428   3   2.7142
②   2.6   2.6666   2.4666   3.4
③   2.7692   3   2.5769   3.0384
④   4.5714   3.8571   4   2.5714
⑤   2.5625   2.625   2.375   4.125
⑥   3.1666   3.0833   3   2.9166
⑦   3.5   3.4285   3   3.2857
⑧   2.8   3.0666   2.6666   3.1333
⑨   3   2.9473   2.7368   4
⑩   2.909   2.909   2.5454   3.909
⑪   3.7333   3.4666   3.5333   3.0666
⑫   2.3333   2.5   2.6666   4.3333
⑬  3.6315   3.4736   3.3684   2.5789
F   3.5058   1.5909   2.0614   3.1771
P   0.0001***   0.0982*   0.0219**   0.0004***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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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및 건의내용 분석3.6
개방형 질문에 의한 응답내용을 통해 불평 및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산,
사서집단의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3) 프로그램 자체의 불만사항이나 개

선점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생략하였

다.

수 차례 서비스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론 진전이 없음에 매우 당황해 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어려움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재정만 허락한다.

면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상의,

취약성을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 사서. ( S )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서관의 요구에 친절하고 즉AS

각적인 대응이 매우 아쉽다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이.

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팔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몇 군데 조금 수정하여 또 다른 상품으로 팔려고 하는 업체,

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전문도서관 사서. ( J )

여러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어 보긴 했지만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선 그럭저럭 만족인 편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너. ,

무 안 좋다 기본적인 유지보수도 잘 안 해주는 편이다 자꾸 미루기도 많이 한다. . .

그런데 다른 도서관들 사정을 들어봐도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듯 하다 구입 계약.

하기 전에는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굽신거리다가도 막상 계약체결하고 설치하,

고 난 이후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공공도서관 사서. ( M )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멤버들의 잦은 교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자가 퇴사를 하면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한 관리가 어렵다 대학도서관 사서. ( Y )

업체의 기술력부족과 직원들의 경험부족 담당직원 대부분이 졸업예정자이거나 졸(

업한지 년 이하의 신규직원으로 구성됨 으로 인한 올바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1 )

었다 학교도서관 사서. ( S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라 여겨

지는데 대부분의 전산화 프로그램 업체들이 제품 판매에만 급급할 뿐 그에 따른, ,

향후 서비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보여서 화가 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대학도서관 사서( A )

각 업체에서 개발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관에 맞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각 업체에서도 개발한 프로customizing .

33) 알파벳 이니셜은 구분을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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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대한 기본 틀은 유지하여야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만큼 하는 부, customizing

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입 당시 대개는 원하는 대로 모두 맞춰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부, . ,

분은 도입 후 라고 생각한다 고객의 일정에 맞춰지기보다는 업체에 일정에 맞A/S .

춰 연락도 늦고 조치도 늦어지고 그게 현실이고 도서관 사서들이 느끼는 가장, , ..

큰 어려운 점이라 생각한다 전문도서관 사서. ( O )

현장사서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의 소리 요구를 더 깊게1. . ,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시스템 이상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급하게 대응해 주, . 2.

지 않는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휴일근무 시에는 경우 무대책인 경우도 있다 시. . 3.

스템 구동이 너무 사서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공공도서관 사서. ( T )

우리 도서관에서는 비교적 최신 버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사용하던

도서관에 비하여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는 편이지만 매뉴얼의 업데이트가 미비하

고 자관의 요구를 전체 고객의 요구가 아니라고 잘 반영해주지 않는 점이 불만이,

다 대학도서관 사서. ( H )

아직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사서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관.

프로그램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극히 적다 이런 현실에서 혹시 가장 많은 고.

객을 가진 업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런 걱정을 해본다 가장 많.(

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가장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기도 한

다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예전에 전산화.)

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시판되는 많은 프로그

램을 비교 검토해본 경험이 있는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

다 본인처럼 비교기준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무작정 자관의 프로그램에 악평을 하.

지 않을까 우려를 한다 대학도서관 사서. ( W )

우리 거래업체에서는 많은 도서관에 납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직원도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처리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을 접.

해 봤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준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특히 하부기관들이 전국.

각 지방에 위치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한 여러 기능은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

고 있다 전문도서관 사서. ( J )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주로 업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서 전산업체들의 정기적

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업체가 제공한 도서관 전산프로그램과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의 각 업체들은 보여주기, .

위한 교육 일색이며 프로그램의 납품과 유지보수비용의 수입에만 관심이 있지 전체

적인 기술이전의 문제는 관심 밖인 것 같다 업체들의 전산사서에 대한 교육이 절.

실히 요구된다 대학도서관 사서. ( N )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 당연히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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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모든 도서관에. ,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 같다 대학도서관들도 자관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것이 틀린데 하물며 관종이 다른 도서관에서야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게,

천양지차일 것이다 관종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 (

사서J )

학교도서관 전용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학교도서관 환경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다 대학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해서 학교도서관에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분발을 요구한다 학교도서관. . ( K

사서)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장사서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제품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자관 환경 최적화이며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속정확한 A/S
이다 그런데 최적화 요구는 한편으로 제품과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일부 사. .
서들 중에서는 제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제품이라는 것은 대.
량소비를 위해 만드는 것이지 일부 소수를 위해 특별히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
후자라면 오히려 용역개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적화라는 것은 프로그램' ' .
자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관의 환경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원래 그 프로그램에 없었던 기능을 한.
도서관만을 위해 추가시키거나 무리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고 보여진다 어떤 소비자가 자기는 죽어도 인치 텔레비전을 원한다고 가정해. 19
보자 이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공산품으로. , ;
생산되는 인치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과 텔레비전 공장에 인치를 특별제작20 19
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업체의 입장에서도 개별 도서관의 수정요구를 모두 들어.
준다면 굳이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 프로그램을 도입하, .
려는 도서관에서는 제품과 용역개발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기.
능의 수정이나 추가의 경우에는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관들의 업무적

협조관계 즉 사용자협의회의 시스템 평가 활동 등을 통해 각 도서관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율하여 프로그,
램의 업그레이드시에 사용자들끼리 협의된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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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의 요청에 대한 느린 대응은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A/S
다 판매전과 판매후의 모습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들이 신. ,
뢰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는다.
한편 도서관을 소비자로 두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서관은 업체의 고객, ,
이다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제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 .
분명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겠지만 성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만,
족되어 한껏 높여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객 이 아니라 잘못된 제품이나( )高客

서비스 때문에 상처받아 분노하고 좌절된 괴롭고 불행한 고객 으로, ( )苦客 34) 전락
하고 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고객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다 모회사에서 받은 거의 냉대.

보다 못한 수모는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다 우리 도서관계에서 그.

런 회사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런 기본도 안된 회사를 걸러내고 대우.

를 제대를 받기 위한 노력은 우리 현장사서의 몫이긴 하다 감정이 짙게 배어있는.

응답이 되어버린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의 수모가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 있을 정

도라면 얼마나 된통 당했으면 이 정도일까 조사자께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다 대학도서관 사서. ( S )

업체는 서비스 마인드가 없고 항상 고자세이며 약간의 기술로 사서를 무시한다.

우리는 소비자나 고객이 아닌 것 같다 전문도서관 사서. ( T )

우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교체를 하5

였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굳이 교체를 해야했던 이유는 이전 회사의 문제였다. AS .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의 문제와 자관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AS ,

라고 생각한다 불과 몇 달이지만 이전 회사와 많은 차이를 절감하고 있다 대학도. . (

서관 사서P )

업체를 바꿔서 계약하는 경우에 자료변환에 있어서 도서관과 신규업체가 불편하

도록 고의적으로 를 조작한 기존업체의 횡포를 경험했다 프로그램 교체 및 업DB .

그레이드시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대학도서관 사. ( K

서)

업체의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도서관이 고객이라면 고객의 권리는 스. ,

스로 찾아야겠다 도서관끼리 어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도서. . (

관 사서K )

34) 이유재 고객만족경영의 개념과 실천에 관한 연구 경영저널 제 권 호, " ", 1 1 , 2000, 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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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사서들은 업체들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금기가 있다고 한다 특히 도서관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사서들이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자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에 대. /
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가 업체로부터 공갈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등( )
이나 읍소형 앞으로 잘하겠다 등 등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접한 사서들( )
이 다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아래의 증언도 그와 같은 사례의 하나이다. .

각 업체들에 대해 담당자들간의 공식적인 의견 교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전에 거래업체에 대한 평을 했다가 난처했던 적이 있었다 몇십만원 짜리 가전제품.

을 하나 사도 품질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데 엄청난 비,

용을 들인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살 때에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힘들고 사,

고나면 절대로 말하면 안되는 풍토가 있는 것 같다 사서들과의 대화에서 그 업체. "

이런 점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몇 일 후에 그 업체로부터 반협박을 받는 현실이"

다 대학도서관 사서. ( I )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전산화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간략한 비교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 미흡하고 기능이 불안정하다고 평가받은 업체에서 심하게 반. A/S

발했었다 결국 업체의 압력에 못 이겨 끝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재는. .

물론 심지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도 제품별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서

잡지에 공개적으로 싣는 세상이지 않은가 우리 도서관계는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방. .

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학도서관 사서. ( C )

업체의 입장에서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 는 것을 호소" "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서들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도서관에서 선택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죽 답답했/ .
으면 공개적으로 논평했겠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체에서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긍정적인 입소문이 유포될 수( ) ,死後藥方文

있도록 고객만족경영에 충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공갈협박과 같은 실.
로 어처구니없는 대응책은 온순한 성격의 사서에게 겁을 주어 순간적으로 효과,
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서히 자신의 숨을 멈추게 하는 독약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가 따로 조사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업체의 임원 및 개발 영, ,
업 고객지원 담당 직원들의 도서관계에 대한 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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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관의 실정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업체선

정시 외형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산화에 대한 준,
비부족과 사서들의 자기계발 부족 등에 대해 충고하고 있다.

개발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서관의 업무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임기응변식 모듈개발 등의 요청은 피해주시기 바란다 업체 임직원. . ( S )

대부분은 전체적인 도서관의 발전방향에 신경쓰기보다는 자관만의 그리고 지금,

당장의 편의를 위한 작업요청을 할 경우가 많다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나. ,

너무나 개인적 편의로 치우친 경우에는 부담스럽다 업체 임직원. ( J )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중요한 를 염A/S

두에 두고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기관이 회사의 규모나 직원수 또는 매출

액 수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한다 무엇보, SITE .

다 중요한 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다 업체 임직원A/S . ( O )

도서관에서 어떠한 전산화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업체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의존적인 자세는 도서관.

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많은 도서관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

타까운 심정이 든다 좀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발전을. ,

위해 노력했으면 싶다 업체 임직원. ( K )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 도서관 업무에 관한 내용을 업

체에 가르쳐 주는 입장이었으나 요즘에는 도리어 업체에서 가르쳐주어야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교육의 반 이상이 도서관 업무교육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조차도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할 때 저도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사MARC ,

람으로서 좀더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일부는 도서관인으로서 너무 바쁘게 새 정보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계.

시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움츠리고 있지 않나 싶다 프.

로그램이란 게 도서관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함이지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업무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 업체 임직원. ( D )

도서관 서지 시스템의 시장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자동화의 중.

심에 있었던 서지시스템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되어져야 한다 기존의 업무.

를 그대로 모방 변형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서관업무의 정의가 새롭게 되면서 그것,

을 구현하는 것이라야 한다 예를 든다면 개인전자도서관. (Personal Digital Library)

이나 와 같은 형태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한 도서관의 구현 및 도서MyLibrary .

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서의 특히 전산사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 커뮤( ) ,

니티에서 보다 발전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OPEN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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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면 와 같은 개념이다 업체 임직원LINUX . ( K )

결론4.

본 조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특히 업체에서 개발, ·
보급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국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입방법별로는 구입이 수. ,
증 및 공개 데모프로그램 사용보다 많았으며 유지관리계약별로는 계약이 미계/ ,
약보다 많았다 현재 거래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으로서는 문제발생 시 긴급조치. ,
프로그램의 자관환경 최적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 . ,
인별 주요 만족도를 살펴보면 제품 자체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프로,
그램 도입으로 인한 업무 향상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모듈별로는 대출과 정리시스템이 높은 반면에 연속간행물과 수서시스템은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만족도로는 고객지원에서는 신속성 및 부. ,
가서비스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고객응대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기업이미지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변수는. , ,
구전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만족요인 및 결과변수 간에는 일부 상관관. ,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제품 서비스 만족도의 업체별 격, /
차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자유응답에 따른 불만 및. ,
건의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자관환경 최적화와 신속한 를 요구하는 응답이A/S
가장 많았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해 도서관계 및 관련업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업체들은 관계마케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도서관의 입장, .
에서 보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잠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값싼 소모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고가의 시스템이므로 한번 도입하게 되면 품,
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최소한 몇 년을 사용하게 되는 장기사용수명의 특징이

있다 또한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권한이 개인이 아닌 조직에 있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나 고객지원 서비스 만족에 대한 결과로.
써 곧바로 재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업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잠재고객에 대한 마케팅에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반해 판

매 이후의 기존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는 듯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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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나 고객지원 서비스 만족에 대한 결과변수로써,
구전의 효과는 크기35) 때문에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 즉 기존고객에 대한 관리,
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 기존고객에 대한 자사 제.
품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수록 고객의 수를 확장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며,
이는 여러 마케팅 사례 및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방법이다 나아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요구의 이해 고객불평관리 등 적극적인 고객관계관리를 실,
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체들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
다 만약 기술력은 부족한데 서비스 정신이 훌륭한 기업과 기술력은 뛰어난데. ,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둘 중에서 어느 기업을

선택할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마도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
한 불만이 몇몇 업체에 집중된다는 점을 목도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
았으니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조, /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으로는 도서관계나 학계에서 모.
든 업체 또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 순위를 측정하는 것과 각 업체,
에서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있다 전자의 전체 대상 만족도 조.
사의 효과로서는 업체간의 건전한 상호경쟁을 통한 품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후자의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업체에서는 기존고객들의 불만족요,
인을 파악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하, .
여 제품 평가나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척도가 조속히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35)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경험에 의해 개념화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인적자원정보에 의존하므로 구전효과는 미래구매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
상업적인 구전보다는 비상업적인 구전효과가 더 신뢰성이 높다 이승곤 한진수 성현선.( · · , "
항공서비스 질 평가와 고객만족과의 관계성 연구 관광지리학 제 호", 14 , 2001. 6, p.『 』

한편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156.) ,
하는 사서의 의견보다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그 대학의 전산관련 교수 등 도서관 비전문

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있으며 송선기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사서의,( , "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사례연구 도서관문화 제 권 호 사서가", 41 3 , 2000. 6, pp.29-30.)『 』

특정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경우 의혹의 시선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자기검열

로 인해 사서들의 구전효과가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매추천이 아, .
닌 모업체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므로 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 " "
의 구전은 그러한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네거티브 구전효과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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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examine the trend of employment who
has a B.A. degree fro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Seoul and
Kyonggi-do. According to research 65.0% of the graduates have got a job
and 55.4% of people had a major related job. 44.6% of people had a job
which is not related with their school major. In the research of working field
57.5% of people work in basic library fields and lest of them(42.5%) work in
extend fields such as internet searching etc. It shows up as follows special
libraries are the highest employment rate, next one is academic
libraries(35.4%) and people who work in public libraries i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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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ey result shows that we need to concern a new curriculum of
learning for relevance of major related job. The most of important is to
create more jobs. It makes the graduates from LIS school enlarge their
careerer management.

서론1.

연구의 목적1.1
도서관 환경이 변화하면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의 확산 경제의. , · ,
리엔지니어링 디지털도서관의 보편화 등의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으로 문헌,
정보학 전공자들의 취업 경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출.
발은 이런 시기에 과연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과연 교육의 장 인 대학은 변화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대비?" " ( )場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
이런 질문의 해답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헌,
정보학 전공자들의 첫 사회 진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문헌정보학을 전공.
한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여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영국의 셰필드대학 에서는 정보관리 과정 석사(The University of Sheffield)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현황을 조사하여 셰필드대학의 교육방향 및 교과과정의 재

검토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Quarmby, Willett, Wood 1999;
Santos, Willett, Wood, 1998; Loughridge, Oates, Speight 1996; Loughridge,

국내의 경우1990; Wood, Richardson, Schur, 1987; Wood, 1981; Wood, 1975).
정보전문직의 사회진출동향에 관한 연구로는 사서직의 수요전망을 다룬 논문 이(
청자 한상완 과 사서직의 취업환경의 변화와 대책을 다룬 논문 김지1985; 1979) (
홍 전창호 이용훈 권혜진 김민정 성승제 숙명여2000; 2000; 1998; 1998; , 1998;
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이종문 들이 있었으나 논문 편수도1997; 1997) ,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실제적인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동향 즉 취업실

태를 분석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학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경우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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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개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의 유사한 메뉴를 제공하여 문헌정보학 졸업,」 「 」

생들의 사회진출 분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실제적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경북대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 (http://rose0.

에서만이 동문주소록을 기초로 학과 졸업생kyungpook.ac.kr/~lib/jinro/jinro.htm)
명에 대한 사회진출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222 .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학교나 학과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국적인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포괄적인 졸업생 수와 취업자 수에 대한. ,
자료는 매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되는 교육 통계 연보 에서 참고· 『 』

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과연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사회, "
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적합한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학교별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수를 알아보고자 한다1) .
학교별 문헌정보학 졸업생 중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은 수를 알아보고자 한2)
다.
졸업생 대비 취업자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문헌정보학과 전공3) ·
이 설치되어 있는 개 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생 대비 취업자 비율을 알아14
보고자 한다.
취업자가 진출해 있는 취업분야를 도서관분야 전공연관분야 비전공분야로4) , ,
나누어 분야별 진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분야 중 전공연관분야 취업공고를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졸5) ,
업자의 진출 현황을 모집분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1.2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실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
적으로는 우선 정보전문직의 사회진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각1) ,
학과 홈페이지 이론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서울 경기지역, . 2) ·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동향은 문헌과 통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

족하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조교로부터 미리 준비한 조사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필요한 경우 공, . 3)
문을 발송하여 기관에서 협조를 받았다 우선 차 조사를 완료한 후 부족한. 4) 1 ,
사항은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취업분야 중 전공연관분야의 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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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예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취업공고 사이트를 선정하여 구인정보를 분,
석하였다.
예비 정보전문직이 취업정보를 얻은 정보원은 신문방송매체 인터넷, ,① ② ③

학교 학과 친지 또는 주위의 인맥 등이며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 ,④

는 취업공고 사이트 중에서 사서조사직 취업 커뮤니티(http://www.「

를 선정하였다 사서조사직 취업 커뮤니티 를 선정한 이유는libforum.com) .」 「 」

비록 현장 사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지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웹사이,
트와 비교해 볼 때 선정된 웹사이트가 비교적 높은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
또한 최신의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
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서조사직 취업 커뮤니티 의 년 년. 1999 , 2000 ,「 」

년 정규직 취업정보 중 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여 급정사서 자격증을 취2001 4 2
득한 자가 응시 가능한 취업정보를 선별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우선 조사 연도는 년부터 년으로 한정하였고 취업1996 2001 ,
실태 조사 지역을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개 대상 대학 중 개 대· . 14 13
학이 조사서 작성에 협조하였고 개 대학은 개인 정보 유출과 외부 공개 불가, 1
등의 이유로 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전국 개의 년제 대학 중 서울 경기 지역 개 대학1) 32 4 · 13
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졸업생들이 지금 취직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2)
하지 않았고 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졸업직후의 취업 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는 점 분석된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모든 취업정보를 포괄할 수는 없다는, 3)
점등이다.

전국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현황2
전국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수 년2.1 (1998-2000 )
년 현재 문헌정보학과 혹은 문헌정보학 전공은 전국 개 대학에서 설치2001 32

되어 운영되고 있고 년부터 년까지 배출된 졸업자를 살펴보면 표, 1998 2000 < 1>
과 같다.
표 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수는 년도에는 남자 명 여< 1> , 1998 197 ,

자 명으로 총 명이 졸업을 했고 년에는 남자 명 여자 명으839 1,036 , 1999 191 , 930
로 총 명이 졸업을 했고 년에는 남자 명 여자 명으로 총1,121 , 2000 195 , 1,003

명이 졸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부터 년까지는 완만한 성장을1,198 . 1998 2000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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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문헌정보학과 전공 졸업생 수< 1> 1998-2000

연도

대학명

1998 1999 2000 소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대학교 주간( ) 3 31 6 26 6 31 15 88 103
야간( ) 2 18 5 31 7 49 56

건국대학교 주간( ) 19 23 11 24 7 31 37 78 115
경북대학교 주간( ) 8 30 6 23 2 19 16 72 88
경성대학교 주간( ) 6 34 3 33 2 36 11 103 114
계명대학교 주간( ) 10 37 13 41 17 31 40 109 149
공주대학교 주간( ) 8 26 2 17 3 22 13 65 78
대구가톨릭대학교 주간( ) - 38 - 35 1 39 1 112 113
대구대학교 주간( ) 9 21 13 21 16 28 38 70 108

야간( ) 19 20 10 20 10 28 39 68 107
대진대학교 주간( ) 4 21 9 20 4 26 17 67 84
덕성여자대학교 주간( ) - 49 - 35 - 62 - 146 146
동덕여자대학교 주간( ) - 30 - 39 - 34 - 103 103

야간( ) - - - 35 - 38 - 73 73
동의대학교 주간( ) 3 24 4 20 3 25 10 69 79
명지대학교 주간( ) 6 18 2 19 5 25 13 62 75
부산대학교 주간( ) 5 27 9 33 5 29 19 89 108
상명대학교 야간( ) - 34 2 32 2 66 68
상명대학교 주간( ) - 36 - 27 - 38 - 101 101
서울여자대학교 주간( ) - 36 - 38 - 37 - 111 111
성균관대학교 주간( ) 19 15 24 22 24 22 67 59 126
숙명여자대학교 주간( ) - 38 - 35 - 39 - 112 112
신라대학교 주간( ) - 36 - 38 - 35 - 109 109
연세대학교 주간( ) 18 15 16 23 18 19 52 57 109
이화여자대학교 주간( ) - 47 - 61 - 43 - 151 151
전남대학교 주간( ) 7 19 4 19 3 14 14 52 66
전북대학교 주간( ) 10 31 9 22 6 34 25 87 112
전주대학교 주간( ) 7 26 7 19 9 26 23 71 94
중부대학교 야간( ) 2 12 9 12 11 24 35
중앙대학교 주간( ) 11 15 12 13 13 19 36 47 83
청주대학교 주간( ) 9 18 6 30 7 33 22 81 103
충남대학교 주간( ) 4 20 5 18 6 22 15 60 75
한남대학교 주간( ) 6 30 10 26 5 23 21 79 100
한성대학교 주간( ) 6 28 6 34 7 20 19 82 101

소 계 197 839 191 930 195 1,003 583 2,772 3,355
계 1,036 1,121 1,198

출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DB.『 』

주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부터 년까지의 자료는 가 구축되1: 1996 2001 1996 1997 DB
지 않았고 년 자료는 정리 중인 관계로 년 자료만 제공받음, 2001 1998-2000 .

주 교육통계연감 에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2: ' ', ' ', ' '『 』

학교가 포함된 것임.
주 한성대학교 야간은 년에 신설되어 년 월부터 졸업생이 배출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3: 1998 2002 .2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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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발급 현황2.2 (2 ) (1996-2001)
현행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제 조 사서직원의5 (
자격요건 등 와 그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별표 에서 규정하듯이 문) [ 3] ,
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급 정사, 2
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서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호 제 조에( 15,864 , 1998.8.11.) 45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서자격증 교부 재교부 및 기재사' ,
항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대학의 학과에서는 대개의 경우 담' .
당 조교가 졸업 관련 업무로 일괄적으로 사서자격증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부터 년까지 발급된 대학별 사서자격증 급정사서 은 표 와 같1996 2001 (2 ) < 2>

다 표 의 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발급 현황을 보면 년에는 건이. < 2> (2 ) , 1996 1,210 ,
년에는 건이 년에는 건이 년에는 건이 년에는1997 1,211 , 1998 1,212 , 1999 1,299 , 2000
건이 에는 건의 사서자격증이 발급되어서 년과 년에는1,315 , 2001 1,188 , 1999 2000

약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는 월 졸업자만 포함되어 발급수가. 2001 2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연도의 추이에 따른 변화는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많. [ 1]
은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부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향후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년부터 년까지 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을 가장 많이 발급 받은, 1996 2001 (2 )
학교는 광주대학교 건 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대학교 동덕여대 건(647 ) , (424), (336 ),
상명대학교 건 계명대 건 등의 순서로 자격증 발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317 ), (298 )
나타났다 이는.

그림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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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교별 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발급 현황< 2> (2 )

연도

학교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남대학교 1 36 0 0 3 33 0 3 3 28 0 0 5 40 2 2 9 60 1 2 16 49 40 253 293
건국대학교 7 25 0 1 11 27 5 4 12 21 6 1 5 23 0 1 7 30 0 2 7 26 60 161 221
경기대학교 5 29 0 0 5 20 0 0 11 17 1 0 9 24 0 0 5 25 2 5 13 34 51 154 205
경북대학교 7 28 3 3 6 23 2 4 6 31 3 0 3 23 0 3 2 17 2 6 6 23 40 161 201
경성대학교 3 30 1 1 0 34 0 0 6 34 1 1 2 28 0 1 2 35 0 8 4 25 19 197 216
계명대학교 8 46 2 1 12 37 0 1 10 36 3 3 12 41 0 0 17 31 0 3 11 24 75 223 298
공주대학교 4 20 1 0 3 19 1 1 7 25 0 2 2 15 0 0 2 22 0 0 2 8 22 112 134
광주대학교 24 103 2 2 25 87 3 2 24 104 4 2 35 87 2 1 18 42 2 5 31 42 170 477 647
대구대학교 15 42 0 1 26 51 0 0 27 40 1 4 20 39 3 3 23 53 1 8 20 47 136 288 424
대구가톨릭

대학교
0 36 0 0 0 40 0 0 0 38 0 0 3 39 0 4 1 35 0 0 1 44 5 236 241

대진대학교 4 21 0 0 8 21 1 1 4 26 1 1 9 20 27 90 117
덕성여자대

학교
0 57 0 0 0 44 0 0 0 49 0 0 0 51 0 6 0 56 0 5 0 27 0 295 295

동덕여자대

학교
0 37 0 0 0 38 0 0 0 38 0 0 0 74 0 1 0 71 0 0 0 77 0 336 336

동의대학교 1 22 0 0 2 23 0 0 3 24 0 0 4 20 0 0 3 25 0 0 7 34 20 148 168
명지대학교 2 20 2 0 3 25 0 0 6 18 0 0 2 19 0 0 5 24 0 0 5 28 25 134 159
부산대학교 1 23 0 3 7 23 0 4 5 23 2 4 7 29 2 3 3 26 0 1 5 24 32 163 195
상명대학교 0 38 0 0 0 41 0 0 0 36 0 0 0 61 0 2 2 68 1 7 6 55 9 308 317
서울여자대

학교
0 39 0 0 0 40 0 0 0 37 0 0 0 38 0 5 0 32 0 1 0 41 0 233 233

성균관대학

교
17 16 1 0 22 16 4 0 15 15 3 0 21 22 1 1 11 13 2 4 13 28 110 115 225

숙명대학교 0 40 0 0 0 36 0 0 0 37 0 0 0 35 0 3 0 37 0 1 0 44 0 233 233
신라대학교 0 41 0 2 0 37 0 0 0 36 0 1 0 36 0 1 0 34 0 2 0 38 0 228 228
연세대학교 8 23 1 2 9 21 0 0 13 15 1 1 10 22 1 0 13 26 0 0 7 15 63 125 188
이화여자대

학교
0 46 0 3 0 58 0 5 0 42 0 6 0 57 0 2 0 43 0 7 0 17 0 286 286

전남대학교 2 23 1 2 5 23 3 0 4 19 1 5 3 14 2 7 3 15 0 1 3 26 27 135 162
전북대학교 2 35 0 1 8 27 1 1 9 30 2 0 7 22 0 0 6 35 1 3 7 19 43 173 216
전주대학교 13 31 0 0 11 27 0 0 7 17 3 0 4 19 1 0 8 26 1 3 4 30 52 153 205
중부대학교 2 12 3 1 6 11 1 0 6 15 18 39 57
중앙대학교 13 10 4 1 11 13 1 0 10 15 4 0 8 13 2 1 11 18 3 0 7 17 74 88 162
청주대학교 6 20 0 0 4 29 0 0 9 18 0 0 6 30 0 0 7 33 0 0 10 25 42 155 197
충남대학교 6 25 0 0 6 22 0 3 4 17 1 1 3 17 0 0 6 22 0 0 8 14 34 121 155
한남대학교 5 29 1 1 2 29 1 1 5 29 1 0 9 26 0 1 5 22 0 3 4 30 33 171 204
한성대학교 9 36 1 1 5 32 0 0 5 28 1 0 5 34 1 2 6 18 1 2 3 27 37 180 217

소 계
159 1,006 20 25 186 975 21 29 205 938 38 31 195 1,031 21 52 185 1,031 19 80 215 973 1,2646,1717,435

1,210 1,211 1,212 1,299 1,315 1,188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발급 현황 와 관련 서류: (2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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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 여별 사서자격증 급 정사서 발급 현황< 3> · (2 ) (1996-2001)

졸업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 계

남(%) 179(14.8) 207(17.1) 243(20.0) 216(16.6) 204(15.5) 215(18.1) 1,264(17.0)
여(%) 1,031(85.2) 1,004(82.9) 969(80.0) 1,083(83.4) 1,111(84.5) 973(81.9) 6,171(83.0)
계 1,210(100) 1,211(100) 1,212(100) 1,299(100) 1,315(100) 1,188(100) 7,435(100)

주 야간 설치와 입학정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에 의하면· . < 3>
년도부터 년까지 총 건의 자격증이 발급되었는데 남자에게는1996 2001 7,345 ,
건 이 발급되고 여자에게는 건 이 발급되어 문헌정보학 전1,264 (17%) , 6.171 (83%) ,

공자 중에 여학생의 점유율이 높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를 서울지역 경기도지역 충청도지역 경상도지역 전라도지역 등으로< 2> , , , ,

나누어 지역별 발급현황을 나타내보면 표 와 그림 와 같다 가장 많은, < 4> [ 2] .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은 지역은 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는 서울지역 건11 (2,651 ,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경상도지역 건35.7%) , 8 (1,971 ,
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전라도지역 건 개 대학이 위치해26.5%), 4 (1,230 , 16.5%), 6

있는 충청도지역 건 대 대학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지역 건(968 , 13.0%), 3 (615 ,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지역은 광주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등 개 대8.3%) . , , , 4

학의 수에 비해 많은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역별 사서자격증 급정사서 발급현황[ 2] (2 ) (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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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역별 사서자격증 급정사서 발급 현황< 4> (2 ) (1996-2001)

구 분
서울지역 경기지역 충청지역 경상도지역 전라도지역 계

학교명 발급수 학교명 발급수 학교명 발급수 학교명 발급수 학교명 발급수 발급수

 

덕성여대 295 강남대 293 건국대 221 경북대 201 광주대 647
동덕여대 336 경기대 205 공주대 134 경성대 216 전남대 162
명지대 159 대진대 117 중부대 57 계명대 298 전북대 216
상명대 317 청주대 197 대구대 424 전주대 205

서울여대 233 충남대 155 대구가
톨릭대

241

성균관대 225 한남대 204 동의대 168
숙명대 233 부산대 195
연세대 188 신라대 228
이화여대 286
중앙대 162
한성대 217

소 계

(%) 2,651(35.7) 615(8.3) 968(13.0) 1,971(26.5) 1,230(16.5) 7,435(100)

서울 경기지역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현황3. ㆍ

조사대상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 현황3.1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개 대학 중 조사 대상인 서울 경기 지32 ·
역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의 일반적인 교육 현황은 표 와 같다 전국적으로< 5> .
볼 때 서울 경기 지역은 대학수로는 전체 개 대학 중 개 대학이 위치하고, · 32 14
있어서 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43.8% .
조사대상학교 개 대학 중 년 현재 개 대학은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었14 2001 12
고 명지대와 중앙대는 년 학부제를 실시한 후 년 월에 학과제로 환원, 1999 , 2001 3
된 상태이다 또한 주간 야간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강남대학교 동덕여자대학. · ,
교 상명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이며 나머지 대학은 주간만 설치되어 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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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대상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일반적인 교육 현황< 5>

년 월 기준2001 5

대학교명
학과창

설년도

모집정원
학부

제

시행

연도

학과

제

환원

연도

소속대학 구성학부 학부 소속 전공명

비고

야간(
설치

연도)주간 야간

강남대학교 1978 40 40 2000 제 대학1 인문학부 국문학 문헌정보학, 1999
경기대학교 1983 40 1997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학 문헌정보학,

대진대학교 1994 50 40 1999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계열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 ,
영어영문학 아동학과, ,
문헌정보학

년1999
주간

변경

덕성여자대

학교
1980 60 1997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 사회사업학, ,
심리학 아동가족학, ,
정치학 문헌정보학,

동덕여자대

학교
1980 40 40 2000 정보과학대학

데이터정보전공,
컴퓨터전공,
문헌정보전공

명지대학교 1980 30 1999 2001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상명대학교 1980 40 40 1999 인문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사학 지리학, ,
문헌정보학

서울여자대

학교
1980 40 1998 사회과학대학 정보영상학부 언론영상학 문헌정보학,

성균관대학

교
1964 40 1996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학 철학, ,
문헌정보학과

숙명여자대

학교
1976 40 1998 이과대학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
멀티미디어 문헌정보학,

연세대학교 1957 40 1996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 중어중문, ,
영어영문 사학 철학, , ,
사회학 심리학, ,
문헌정보학

이화여자대

학교
1959 60 1996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 심리학, ,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중앙대학교 1963 30 1999 2001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한성대학교 1981 45 35 1999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기록학 문헌정보학, 1998

주 모집정원은 학부제가 시행되기 전의 모집정원임: .



도서관 년 여름호Vol.58 No.2(2002 ) 49

조사대상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관리 현황3.2
조사 대상 서울 경기 지역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수는 표 과 같· < 6>
다 표 지역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에 의하면 전국 대학의 사서 자격증. < 4> ,
취득자 명중에 서울 경기 지역의 사서 자격증 취득자는 명으로 전체의7,435 · 3,266

를 차지한다 조사 대상 명중에서 이 연구에서 조사한 인원은 명43.9% . 3,266 1,927
으로 를 자치하고 전체의 명중에서는 를 자치한다59.0% , 7,435 25.9% .
결국 조사 대상 명 중 명 만이 학과에서 관리되어 졸업생에3,266 1,927 (59.0%) ,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학과에서 졸업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서 작성을 의뢰하였을 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
구축해 놓은 대학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관련 서류를 찾거나 동창회 수첩, ,
혹은 관련 파일을 활용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월 졸업자에 대해서는. , 8
관리가 소홀하여 졸업생 인원조차도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 조사대상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수 현황< 6>

연도구분

대학교명

년1996 년1997 년1998 년1999 년2000 년2001 소계

계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월2 월8
남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여 여 남 여

강남대학교 주간 6 0 30 2 11 23 17 55 72
야간 3 1 30 0 6 25 10 55 65

경기대학교 주간 5 2 25 5 13 34 20 64 84
대진대학교 주간 4 0 21 0 9 0 21 0 4 1 26 1 9 20 27 89 116
덕성여자대학교 주간 49 20 53 6 56 0 49 233 233
동덕여자대학교 주간 21 37 30 39 34 161 161

야간 36 38 74 74
명지대학교 주간 2 0 19 1 5 0 25 0 5 27 12 72 84
서울여자대학교 주간 40 40 40
성균관대학교 주간 18 13 22 24 11 13 13 28 64 78 142
숙명여자대학교 주간 37 0 35 3 36 1 43 155 155
연세대학교 주간 8 6 23 4 8 5 22 1 13 6 15 2 10 3 21 5 13 5 27 5 10 32 87 157 244
이화여자대학교 주간 42 43 48 20 15 168 168
중앙대학교 주간 13 11 12 16 3 17 18 2 11 1 10 3 17 0 7 17 68 90 158
한성대학교 5 1 28 0 5 34 6 18 4 30 21 110 131

소 계 21 6 55 4 38 5 130 1 25 7 240 22 66 5 341 16 63 12 395 14 78 383 326 1,601 1,927

계
27 59 43 131 32 262 71 357 75 409 78 383

86 174 294 428 484 461
출처 각 학교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서에 기재된 수를 정리한 것임: .

범례 표시는 원래 졸업생이 없는 경우이며 빈칸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이며 월과 월 사이에 선이: / , , 2 8

없는 것은 월 월 졸업자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임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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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관리부족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담당 조교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관. ,
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이 비공식 정보처럼 유통되다가,
담당 조교가 바뀌면서 모든 정보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실정이었다 어떤 경우.
에는 전임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인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서류·
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 각 대학에서 졸업생에 대한 관리는 학과장의 책임하에 학과 조교

가 실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교의 임기가 년에서 년. 1 2
의 짧은 기간만을 근무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 ·
지 않으며 졸업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졸업생에 대한 사후 책.
임 의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었다 정보전문직의 정체성이 많이 논의되는.
요즘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지역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 현황4 ·

년부터 년까지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 중 조사된 졸업생 명에1996 2001 1,927
대한 취업 현황은 표 과 같다 우선 순수취업률을 보면 년에는< 7> . 1996 59.3%,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1997 52.3%, 1998 51.0%, 1999 56.5%, 2000 62.4%,
년에는 이며 평균 순수취업률은 이다 한편 취업률을 년에2001 54.4% , 56.4% . 1996

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65.1%, 1997 61.5%, 1998 60.5%, 1999 68.2%, 2000
년에는 로 전체 평균 취업률은 을 보이고 있다68.4%, 2001 62.7% 65.0% .

참고로 교육통계연보 에 의한 전국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년1996『 』

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55.6%, 1997 49.2%, 1998 79.7%, 1999 52.4%, 2000
는 이다 또한 전국 대학 전체 졸업생의 취업률은 년에는50.9% . 1996 67.9%, 1997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로 나타67.1%, 1998 57.2%, 1999 58.2%, 2000 61.8%
났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된 문헌정보학( , 1996, 1997, 1998, 1999, 2000).
과의 취업률 교육통계연보 의 문헌정보학과 취업률 교육통계연보 의 대, ,『 』 『 』

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표 과 같다 대개의 경우 문헌정보학과의, < 8> .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전체 평균에 비해 그,
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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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 경기 지역 문헌정보학과 취업자 현황< 7> ·

연도

구분

년1996 년1997 년1998 년1999 년2000 년2001 소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졸업자 27 59 43 131 32 262 71 357 75 409 78 383 326 1,601 1,927
취업자 20 31 31 60 13 137 42 200 40 262 40 211 186 901 1,087

순수취업률

(%)
74.1 52.5 72.1 45.8 40.6 52.3 59.2 56.0 53.3 64.1 51.3 55.1 57.1 56.3 56.4

59.3 52.3 51.0 56.5 62.4 54.4
대학원 1 4 2 14 2 25 4 38 7 18 9 25 25 124 149
군입대 0 0 1 8 4 4 17 17

취업률(%)
77.8 59.3 76.7 56.5 50.0 61.8 76.1 66.7 68.0 68.5 67.9 61.6 66.9 64.0 65.0

65.1 61.5 60.5 68.2 68.4 62.7  

표 조사된 취업률과 교육통계연보의 취업률 비교< 8>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조사된 문헌정보학과 취업률(%) 65.1 61.5 60.5 68.2 68.4
교육통계연보 의 문헌정보학과『 』

취업률(%) 55.6 49.2 79.7 52.4 50.9
교육통계연보 의 대학 졸업자의『 』

취업률(%) 67.9 67.1 57.2 58.2 61.8

표 을 순수취업률과 취업률로 나누어 보면 그림 과 같고 남 여로 나누< 7> [ 3] , ·
어 보면 그림 와 같다 그림 에서 남자 취업률이 년부터 년까지는[ 4] . [ 4] 1996 1997
높았으나 년 급격히 떨어지더니 년부터는 여자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 1998 , 2000
을 알 수 있다 특히 년 남자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 1998
등의 사회적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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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취업 현황[ 3] (1996-2001) 그림 남 여별 취업 현황[ 4] (1996-2001)ㆍ

취업 분야 분류4.1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주로 사서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우.
선 사서 라는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의하면 전문가" " 2『 』 【

중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Professionals) 2431 (Archivists and】 【

과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Curators 2432 (Librarians and Related】 【

에 해당되며 기록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Information Professionals) , 2431】 【

인 에 해당되는 직업은 기록보관원 박물관장 화랑관(Archivists and Curators , ,】

장 등이며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 2432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에 해당되는 직업은 사서 정보전문가 도서대출원 등이다 노동Professionals) , , (】

부 2000, 225).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하면 사서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위생900『 』 【 】

및 유사서비스업 중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산업923 , ,【 】

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중 자료처리업 데72 723 , 724【 】 【 】 【

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이다 노동부, 729 (】 【 】

2000, 220-221).
또 다른 구분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정보전문직으로 진출하여 활동하

고 있는 분야는 크게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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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또는 사서직(Librarian)①

정보과학자 및 정보전문가(Information Scientist) (Information Specialist)②

데이터베이스관리자- (Database Manager)
정보검색전문가- (Information Retrieval Specialist)
정보컨설턴트- (Information Consultant)
시스템분석가- (Information Analysist)
정보중개인 등- (Information Blocker)

문헌정보학 교수 등 교육자와 연구자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지역 국가 국제기구 등 관, ,④

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전문직

이 연구에서는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서들의 취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

하였다 우선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로 크게 구분하였고 전공분야는 도서관분야. ,
와 전공연관분야로 다시 나누었다 도서관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이, , , , ,
해당되며 도서관 명칭에는 기술정보실 자료실 도서실 자료센터 정보자료실, , , , , ,
조사부 정보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포함한다 전공연관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정, .
보전문직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항 정보과학자 및 정보전문가에 해당되는②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분야 취업 현황4.2
년부터 년까지의 전공분야의 취업현황은 표 와 그림 와 같다1996 2001 < 9> [ 5] .

조사 대상자 명중 명 이 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였는데 남자의 경1,087 602 (55.4%) ,
우에는 평균 가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가 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였53.2% , 55.8%
다.
남자의 경우 전공취업률은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1996 75.0%, 1997 48.4%, 1998
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를53.8%, 1999 57.1%, 2000 40.0%, 2001 55.0%
보이고 있으며 년을 기점으로 전공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 1997 .
자의 경우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1996 45.2%, 1997 50.0%, 1998 56.2%, 1999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를 나타내고 있으며58.0%, 2000 54.6%, 2001 58.3% ,

년을 기점으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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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취업자의 전공 취업 현황< 9> (1996-2001)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

남

순수취업자수(%) 20(100) 31(100) 13(100) 42(100) 40
(100)

40
(100) 186(100)

순수취업

자수

1,087(100)
전공취업

602(55.4)

전공취업(%) 15
(75.0)

15
(48.4) 7(53.8)

24
(57.1)

16
(40.0)

22
(55.0) 99(53.2)

여

순수취업자수(%) 31(100) 60(100) 137
(100)

200
(100)

262
(100)

212
(100) 901(100)

전공취업(%) 14
(45.2)

30
(50.0)

77
(56.2)

116
(58.0)

143
(54.6)

123
(58.3) 503(55.8)

그림 남 여별 전공 취업 현황[ 5] · (1996-2001)

도서관분야 취업 현황4.3
전공분야의 취업현황 중 우선 도서관분야를 보면 표 과 그림 과 같다, < 10> [ 6] .
전체적으로는 가 도서관분야에 취업을 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년도에57.5% , 1996
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53.5%, 1997 80.0%, 1998 42.9%, 1999 87.5%, 2000
년도에는 년도에는 를 보이고 있고 전체 평균은 를 보이75.0%, 2001 27.3% , 62.6%
고 있어서 도서관분야의 취업률이 전공연관분야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년도 취업률은 로 낮았고 년도에는 도서관분야로의. , 1998 42.9% , 2001
취업이 로 나타나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기간이 월27.3% . 5
이기 때문에 년 졸업생에 대한 취업이 완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학2001 ,
생의 년 취업률 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2001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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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도서관분야 취업률을 보면 년도에는 년도에는, 1996 78.6%, 1997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60.0%, 1998 46.8%, 1999 56.0%, 2000 50.3%, 2001

도에는 를 보이고 있고 전체 평균은 를 보이고 있어서 남자 졸업생66.7% , 56.5%
의 도서관 분야 취업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2.6% .

표 취업자의 도서관분야 취업 현황< 10> (1996-2001)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

남

전공취업

(%) 15(100) 15(100) 7(100) 24(100) 16(100) 22(100) 99(100)
전공취업

602(100)
도서관분

야

346(57.5)

8(53.3) 12(80.0) 3(42.9) 21(87.5) 12(75.0) 6(27.3) 62(62.6)

여

전공취업

(%) 14(100) 30(100) 77(100) 116(100) 143(100) 123(100) 503(100)

11(78.6) 18(60.0) 36(46.8) 65(56.0) 72(50.3) 82(66.7) 284(56.5)

그림 취업자의 도서관분야 취업 현황[ 6] (1996-2001)

졸업생들이 취업한 도서관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과 그림 과, < 11> [ 7]
같다 즉 졸업생이 취업한 도서관 분야는 전문도서관에 명 이 취업을. 119 (41.8%)
했고 대학도서관에 명 이 취업을 해서 도서관 분야의 전체 중, 101 (35.4%) 77.2%
를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11.2%),

특수도서관 등의 취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9.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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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64.5%), (29.0%)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분야인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 (3.2%), (1.6%),
관 의 취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전문도서(1.6%) .
관 대학도서관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45.3%), (27.4%) ,
분야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으로 조사되어(13.5%), (12.1%), (1.8%) ,
남자보다는 취업분야의 편중이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부터 학. , 1998
교도서관에 졸업생이 취업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 취업분야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 편중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취업이, ,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표 취업자의 도서관분야 취업 현황< 11> (1996-2001)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공도서관
1

(12.5)
2

(18.2)
0
(0.0)

0
(0.0)

0
(0.0)

7
(22.6)

0
(0.0)

3
(7.3)

1
(8.3)

11
(18.0)

0
(0.0)

7
(11.5)

2
(3.2)

30
(13.5)

32
(11.2)

대학도서관
2

(25.0)
5

(45.5)
10
(83.3)

5
(27.8)

2
(66.7)

6
(19.4)

6
(76.2)

7
(17.1)

6
(50.0)

15
(24.6)

4
(66.7)

23
(37.7)

40
(64.5)

61
(27.4)

101
(35.4)

전문도서관
5

(62.5)
4

(36.4)
2

(16.7)
12
(66.7)

0
(0.0)

14
(45.2)

5
(23.8)

25
(61.0)

4
(33.3)

26
(42.6)

2
(33.3)

20
(32.8)

18
(29.0)

101
(45.3)

119
(41.8)

특수도서관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0
(0.0)

1
(2.4)

1
(8.3)

0
(0.0)

0
(0.0)

2
(3.3)

1
(1.6)

4
(1.8) 5(1.8)

학교도서관
0
(0.0)

0
(0.0)

0
(0.0)

0
(0.0)

1
(33.3)

4
(12.9)

0
(0.0)

5
(12.2)

0
(0.0)

9
(14.8)

0
(0.0)

9
(14.8)

1
(1.6)

27
(12.1) 28(9.8)

계
8

(100)
11
(100)

12
(100)

12
(100)

3
(100)

31
(100)

21
(100)

41
(100)

12
(100)

61
(100)

6
(100)

61
(100)

62
(100)

223
(100)

285
(100)

구분 모호 　 　 　 　 　 5 　 24 　 11 　 21 61 61
주 구분 모호는 조사에 참여한 한 기관이 도서관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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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취업자의 도서관분야 취업 현황[ 7] (1996-2001)

전공연관분야 취업 현황4.4
전공분야의 취업현황 중 전공연관분야의 취업현황은 표 와 그림 과 같< 12> [ 8]
다 전공분야의 취업자 중 가 전공연관분야로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42.5% ,
상당히 많은 졸업생이 전공연관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공연관분야,
로의 취업이 거의 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1996 .
남자의 경우 전공연관분야의 취업률은 년도에는 년도에는1996 46.7%, 1997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20.0%, 1998 57.1%, 1999 12.5%, 2000 25.0%, 2001
도에는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졸업연도에 따라 전공연관분야로의 취업72.7% . ,
률이 상당히 차이가 났고 년에는 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 2001 72.7%
다.
여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보다는 변화의 폭이 적었고 년도에는, 1996 21.4%,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 년도에는1997 40.0%, 1998 53.2%, 1999 44.0%, 2000

년도에는 로 조사되었고 평균 로 나타나서 남자 졸업생49.7%, 2001 33.3% , 43.5%
의 전공연관분야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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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취업자의 전공연관분야 취업 현황< 12> (1996-2001)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

남

전공취업

(%) 15(100) 15(100) 7(100) 24(100) 16(100) 22(100) 99(100)
전공취업

602(100)
전공연관

분야

256(42.5)

7(46.7) 3(20.0) 4(57.1) 3(12.5) 4(25.0) 16(72.7) 37(37.4)

여

전공취업

(%) 14(100) 30(100) 77(100) 116(100) 143(100) 123(100) 503(100)

3(21.4) 12(40.0) 41(53.2) 51(44.0) 71(49.7) 41(33.3) 219(43.5)

그림 취업자의 전공연관분야 취업 현황[ 8] (1996-2001)

졸업생들이 취업한 전공연관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학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구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전공연관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공고의 분석을 통하여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는 전공연관분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조사직 취업 커뮤니티 의 취업 공고를 크게(http://www.libforum.com)「 」

관리자 웹 관리자 정보검색전문가 정보중개인 정보컨설턴트 시스템분DB ( DB ), ( , ),
석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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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취업공고를 통해본 전공연관분야 취업 분야< 13> (1996-2001)

구 분 세구분 모집부문 주요업무( )

관리자DB
웹 관리자DB

제공DB
구축DB

컨턴츠개발

웹마스터

웹디자인 등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가공 분류 번역1) DB , , , ,
입력 마크입력 디지털 콘텐츠연관 기술 법, 2) , 3) ,
제 표준화 통계 정책연구 컨텐츠 관리 및 기, , , , 4)
획 도서관 구축 및 운영 싸이트 기획, 5) DB , 6) ,
인터넷 기획 컨텐츠 플래이너 컨텐츠 제7) , 8) , 9)

공 연관 업무 개발 제작 관리, 10) XML/DTD , , ,
정보화 기획 및 관리 디지털도서관 정보11) , 12)

화 분야 해외 구매 및 운영 도서 컨, 13) DB , 14)
텐츠 작업 및 입력 데이터베이스 관리DB , 15) ,

전자도서관 연관 마케팅 기획 네트워16) DB , 17)
크 관리 및 웹디자인 웹마스터 인터넷마케터, 18) , ,

웹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19) ,

정보검색

전문가

정보중개인

정보컨설

턴트

정보검색사

웹서퍼

웹에디터 등

학술논문 국내외 자료 찾기 인터넷 정보검1) , 2)
색 및 자료조사 해외 바이어 검색 연구지, 3) , 4)
원 및 정보검색 웹서핑 및 웹평가등록 인, 5) , 6)
터넷 관련 디렉토리 구축 학문 분류 및 검색( ), 7)
뉴스 정보 검색 정보검색을 통한 수집과 가공, 8) ,
정리 정보원의 개발 및 관리 문헌 전문, 9) , 10) /
인터넷 상에서 정보검색 검색된 정보의DB/ , 11)

분석 및 관리 디렉토리 관리자 검색엔진, 12) , 13)
연관 구축 및 서퍼 인터넷상에서 영문의DB , 14)
료사이트를 서핑 정리 분류체계전문가, , 15) , 16)
지식분석 디렉토리 관리(knowledge editing), 17) ,

검색엔진 분류 및 수정 지식관리 시스템18) , 19)
의 자료 분류체계 개발

시스템분석가

도서관연관

시스템 개발

시스템 유지

보수

시스템 교육 등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1) , 2) S/W
개발 및 유지보수 기술영업 프로그래, 3) S/W , 4)
머 전자도서관 기술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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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분야 취업 현황4.5
년부터 년까지의 비전공분야의 취업현황은 표 와 같다 조사 대1996 2001 < 14> .

상자 명중 명 이 비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였고 남자의 경우에는1,087 485 (44.6%) ,
평균 가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가 비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였다46.8% , 44.2% .

표 취업자의 비전공분야 취업 현황< 14> (1996-2001)

연 도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계(%)

남

순수취업자수

(%) 20(100) 31(100) 13(100) 42(100) 40(100) 40(100) 186(100)
순수취업

자수

1,087(100)
비전공취

업

485(44.6)

비전공취업

(%) 5(25.0) 16
(51.6) 6(46.2) 18

(42.9) 24(60.0)
18

(45.0) 87(46.8)

여

순수취업자수

(%) 31(100) 60(100) 137
(100)

200
(100) 262(100)

212
(100) 901(100)

비전공취업

(%)
17

(54.8)
30

(50.0)
60

(43.8)
84

(42.0)
119

(45.4)
88

(41.7)
398

(44.2)

결론5.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사회진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문헌정보학과 및 문헌정보학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대

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였다1996 2001 .
서울 경기 지역 문헌정보학과의 졸업생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 1996-2001
년까지의 사서자격증 취득자 명 중 명 만이 학과에서 관리되어3,266 1,927 (59.0%) ,
졸업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인 졸업생.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명의 평균 취업률은 로 조사되었고 전공분1,927 65.0% ,
야의 취업률 이 비전공분야의 취업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55.4%) (44.6%)
다 전공분야의 취업률 중 도서관분야의 취업률 도 전공연관분야의 취업. (57.5%)
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도서관이 아닌 전공연관분야 취업률(42.5%) ,
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육을 받고 전공연관분야에 취업한 졸업생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것인가 학과에서는 졸업생들 자신?,
이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이론적 기초와 원리를 제공해 주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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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 교육은 특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
편이 요구된다.
또한 학과에서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우수한

예비 정보전문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 정보전문직에게는 다양한.
도서관 현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꿈을 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진출하기 전' ' .
에 과연 정보전문직이 무엇인가 라는 해답을 스스로 터득하고 정보전문직의 정" "
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차원 정보전문직 단체차원 학회차원 학과차원 등 다양한 경, , ,
로를 통한 취업처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서관분야에서도 대학도서관.

과 전문도서관 등으로의 취업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뿐 공공도(35.4%) (41.8%)
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의 취업은 상당히 저조한(11.2%), (9.8%), (1.8%)
실정이다 관련법의 개정과 실천으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에 많. , ,
은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성장하는 문헌정보학「

교육 문화 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긴밀한 협.」

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며 더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정보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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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ttemp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user-centered
web-interface design for the users as well as web-site builders. Some study
found that library users could accomplish only 60% of assignments using a
domestic academic library web-sit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hanges in web environment such as web-site
builders, web users, web user's information needs and web us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he suggest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user centered web-interface should be designed so as to maximize user'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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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인터페이스1.1
사용자 인터페이스 란 구체적인 정보자원이 디자인을 통해 사(User Interface)
용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최종.
사용자가 제품과 대면하는 공간을 말한다 즉 사용자들은 볼 수 없는 시스템의. ,
내부 기능과 작동을 한데 묶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한

다 혹은 사용자와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품. .
을 사용하려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야 한다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수많은 인터페.
이스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중에는 잘 작동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문손잡이는 인터페이스의 한 종류이다 문손잡이에 대해.

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손잡이는 겉모양으로 문이 어Norman(1990) . "
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잘 디자인된 문손잡이라면 사용자가 문을 당겨.
야 하는지 아니면 밀어야 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잘 못 디, .
자인된 손잡이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여는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밀어보고 당겨보고 눌러보고 흔들어 봐야 한다."
즉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
원칙이 구현되어있다는 것이다 좋은 디자인은 작업수행에 필요한 단서들을 제.
공하는 믿을 만 하고 효율적인 중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의 겉모.
양이 평범하다거나 아니면 기교를 많이 부렸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다음으로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기능들을 사용자에게 쉽게 설명

해 주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웹 페이지에서. ,
동영상 화일을 다운로드할 때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

보처리과정을 단순화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사이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상호 교환하는

상호작용 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 명령(interaction) .
을 해석하고 처리한 후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메뉴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
는지를 쉽게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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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디자인된 자원은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과 마주할 때 저항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일단 익숙해지면 사용중에도 계속.
작동법을 익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피로와 좌절감을 덜어준다 그리고, .
결과적으로는 작업을 마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사용자 중심적 인터페이스1.2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중심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

하며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용자들이 주로 하는 작업, ,
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실제 사.
용자층과 잠재적인 사용자층의 사용 행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사용자의 작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1.
까?
디자인과정에서 트레이드오프 를 해야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2. (trade-off)
사용자를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디자인해야 사용자들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편리하다고 느낄3.
수 있는가?

은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의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으로 규IBM
정한 바 있다 첫째는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 .
용자에 대한 인터뷰 사용자의 의견조사 사용자가 참여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 ,
자를 직접 접촉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인터페이스 구.
축팀은 사용자의 인지과정 행동양식 제품에 대한 태도 인체공학적인 특징을, , ,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사용편리성 조사 를 반복적으로 실시. (usability test)
해야 한다 초기의 사용편리성 조사는 사용자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행동양식과 반응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세, .
번째는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 , ,
움말 사용설명 사용자 교육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 , ,
용편리성 조사결과를 반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편리성 조사를 실시한다. .
네 번째는 통합디자인 단계로서 사용편리성과 관련된 모든 요인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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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컴퓨터기계협회 의(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ACM)
특별위원회HCI (Special Interest Group on Computer-Human

는 사용자 중심적 인터페이스 개발 못지 않게 사용편리성 조Interaction:SIGCHI)
사의 반복적인 실시와 그 결과의 반영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용편리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목적은 실제 사용자가 실제의 제품을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이 사용자에.
게 주는 호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용하기는 쉬운지 또한 사용자들이 제품을, ,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쓰인다 테스트 결과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능과 개선해야 할 기능을 가려내 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다음 버전을 디자인하기 위해' 95'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사용편리성 조사 매일. ,
만여 통에 이르는 고객지원 전화통화 내용분석 사용자 사례연구 사용자 제보2 , ,
와 다양한 전문가의 평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의 요구는 개발자

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오피스 의 개선방향은 크게 수정되어. 95
초급 중급 고급사용자를 막론하고 각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
있도록 디자인원칙이 바뀌었다.

웹 사이트2.
인터넷상의 모든 웹사이트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그러므로 웹사이트를.
사용자 중심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하게. "
생각하는 웹사이트는 자기중심적인 사이트 라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쳐와 웹개발"
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의 사장Argus Associates(http://www.argus-inc.com)
인 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Lou Rosenfeld .
일반인 뿐 아니라 회사 기업들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회사 이미

지를 망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웹을 매체로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사용자 중심적으로 생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용자들에게 한 가지 이용방법만을 강요하는 등. ,
사용자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도 제공하지 못하고50%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사용자들이 방문한 초기의 웹. ,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무슨 작업을 하고싶어 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웹사이트 구축자가 사용자에게 요구정보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면 웹페100%
이지가 혼잡하여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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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80%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페이스.
구축팀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며 웹 상에서의 사용자들의 정보수집,
행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웹사이트의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웹사이트.
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개념

을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점을 경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웹사이트에 반, .
영하게 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개발자의 생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는 셈이다.
웹사이트는 한 회사를 고객에게 드러내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영업과 판매. ,
고객지원 분야에서 웹사이트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점차 한 상점의 역할까

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웹사이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는 고객을 잃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릭 한 번이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로 옮겨가.
기가 쉽기 때문이다.

웹 정보의 변화2.1
월드 와이드 웹은 십 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 그동안 제한된 소수의 전문가 그룹만이 컴퓨터에 소장된 정보를.
이용하던 추세에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진 거대한 일반인 그룹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자주 찾아가는 웹페이지 중 하나는 야후 지도로 알려' ! '
져 있다 이 편리한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해당 지도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인쇄물로 제공하던 정보가 웹 상에서 성공한 경우이다 또한. .
성공한 인터넷서점 아마존은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책이라는 또 하나의 매체' '
를 파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아마존에 등록된 만 명의 고객 중 가 계속. 150 58%
주문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아마존 고객들은 책주문.(Carvajal 1998) ' '
만을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평을 읽거나 스스로 서평을 올리기도 있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책을 구경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독서취향이나 구매기록 데.
이터에 기초해 아마존에서 보내는 추천도서목록을 받을 수도 있다 아마존은 편.
리하고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
에 잘 대응한 가상공동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던 웹사이트들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범주는 정보제공사.(Kanter and Rosenbau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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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로서 회사나 단체를 소개하거나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사이트이다 둘째 범주는 검색사이트로서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갖추고.
사용자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셋째 범주는 전자상거래 사.
이트로 상품판매가 주목적이다 넷째 범주는 다목적 포털사이트로 열거한 위의.
세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사이트이다.
또한 월드 와이드 웹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웹 정보가 이윤을 가져다주는

매체가 되고있는 현상이다 신문사나 출판사처럼 웹정보인 컨텐츠에 대해 독점.
적인 권리를 갖고있는 업체는 컨텐츠를 가공하여 나 웹사이트 나CD , DIALOG

와 같은 유료 정보검색서비스사에 판매하고 있다 컨텐츠를 공급하BRS, LEXIS .
는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들은 다수의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컨텐츠를 판매, ,
한다 정보제공업체는 컨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
고 컨텐츠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웹 정보인 컨텐츠를 평가, .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
중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웹 사용자의 변화2.2
정보제공 웹사이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웹에서 수행하는 작

업행태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목적 없이 웹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이용.
자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웹 사용.
자들이 웹을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사용자들의 웹 이용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브라우저의 즐겨찾

기 에 모아놓고 이 사이트들만 주로 찾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bookmark) .
웹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사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사이

트가 전체 웹페이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어쩌다가 찾는 웹페이지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명확.(Tauscher and Greenberg 1997, p.399)
한 목적을 가지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웹사이트들도 사용

자의 이용행태 특성이 웹사이트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웹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유동적인 반면 사용자들이 웹에서 하는 작업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웹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막연한 웹 서핑이 목적을 가진.
정보검색으로 이동함에 따라 웹이 오락매체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초기의 전망

이 많이 약해졌다 대신 사용자들은 웹을 정보도구로 사용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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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를 지원해주는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용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동양식은 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웹 상.
에서의 정보급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보에 관한 한 포화상태가 되

었다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해.
야 하고 웹 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
더 멀티미디어적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웹의 등장으로 인해 일반인. ,
들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정보폭발이' '
아니라 접근성 폭발 현상에 노출되었다고 하겠다' ' .

웹의 문제점2.3
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 ,
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러나 웹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사. . ,
람들이 웹을 이용하고 있으며 웹 정보 사용자들의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또한.
웹 정보의 품질관리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한 웹사이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패턴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웹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웹사용자들의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웹 사용 초. .
보자와 전문가들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웹사용자 층의 경계를 명확하.
게 구분할 수가 없다 웹사용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도 천차만별로 다양.
하다 또한 웹사용자들의 웹을 통한 작업형태도 분명하지가 않다 년 웹이용. . 1996
자 만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 응답자가 웹에서 하는 작5 9 77%
업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Pitkow and
Kehoe 1999)
상당수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작업지원 수준도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데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능 중심적으로 개발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웹사이트 구축자들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이용행.
태 특성을 웹사이트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예.
를 들면 웹사이트의 목적이 정보검색을 지원하는 사이트인지 아니면 브라우징,
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웹사이트 디자인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검색 사이트라면 사용자가 짧은 시간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 결과를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사용패턴은 아주 단순하다 내용과 메뉴구조는 신속한 검색과 편리한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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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편리한 인쇄옵션 등을 지원하도록 구성하며 접속시간도 가능한 짧게 한, ,
다.(Lynch and Horton 1999)
다시 말하면 정보검색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라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간결함이다 조사결과 웹사용자들은 사이트의 글을 꼼꼼히 읽는 대신 사이트.
를 대충 읽으면서 지나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또.(Spool 1997, p.12)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하지 않는

다 사용자들의 약 삼분의 일이 검색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이트내의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경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사용자들은 사이트의 검색엔진이 보여준 검색결과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웹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들의 검색방식이다 잘 알고있는 항목을 찾을 수도 있.
고 알고있기는 하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주제를 검색할 수도 있다 혹은 사.
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포괄적인 주제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들의.
지적 수준의 다양함도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지도 위의 특정장소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명을 검

색해야 하는 검색엔진의 경우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약 는 마다카스카르 아. 15% (
프리카 남동쪽 섬 가 유럽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 .
그 외에도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용어이다 전문용어나 약어를 많이 쓰.
는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은 검색에 어려움을 느낀다.

웹사이트의 사용편리성2.4
대부분의 웹 디자인의 관심은 아직도 사용편리성이나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웹

사이트의 독창성이나 다양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나 단체들은 그들의 웹사이트를 사용편리성 위주로 디자인해야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웹이 점차 기업들의 경쟁무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한 웹사이트에서는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가 그 예가 되겠는데 직원들. Sun Microsystems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일주일에 평균 개의 자사 인트라넷 페이지와12
두 개의 새로운 서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콥 닐슨은 의. Sun
인터페이스를 다시 디자인했다 직원들은 한사람당 일주일에 평균 분 가량의. 5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는 그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연간 약 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1 .(Lynch and Hort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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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리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웹디자인에 적용하며 사용편리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디자인기준을 지키는 것이 웹사이트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사실

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웹에서 사용편리성을 살리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웹의 사용편리성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문제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년 학술회의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웹의 사용편리성과 관련된 문1997 HCI
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디자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1. .
구체적인 사용자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디자인된 사이트가 많다2. .
사이트디자인이 사용자의 요구와 어긋나고 있다3. .
사용자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4. .
사생활보호와 보안이 충분하지 않다5. .
메뉴명칭과 어휘들이 명료하지 않다6. .
그래픽은 혼란스럽고 지나치게 많다7. .
사이트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하다8. .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9. .
사이트 소유자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충분히 투자하지 않10.
는다.

웹의 사용편리성과 관련하여 정리한 열 가지의 문제점 중에서 다섯 가지는 사

용자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내비게이션과 관련. .
된 문제는 곧 사용편리성의 주요 문제이기도 하다 사용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가기도 해야하지만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필요도 있다 또, .
한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만 자유자재로 다른 사이트로 갈 수,
도 있어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웹 사용자의 삼분의 일 이상이 웹 페이지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다른 삼분의 일은 검색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어려,
움을 느낀다고 한다.(Pitkow and Keho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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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용자들은 개별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관심이 없다 조만간 다시 변하게 될 사이트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싶.
지도 않고 사이트의 변화를 예측하고 싶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방금 전에,
지나온 곳을 기억하는 정도의 내비게이션을 한다는 것이다.(Karneva et. al

내비게이션을 위한 장치들을 사용하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1998)
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장치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웹 인터페이스 평가3.

웹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사용(task support),
은 편리한지 미적인 구성은 적절한지 등의 세 요인은 웹(usability), (aesthetics)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작업지원기능3.1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작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용자.
들은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들을 찾고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쉬워야 한다 사, , .
용자는 인터페이스의 기본 용도가 무엇이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는.
바로 사용자의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인터페이스이어야 한다 더욱이 사용.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은 사용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기억하기Shneiderman(1993) " , ,
편하게 그리고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메뉴를 구성해서 사용자가 작업하기 좋게

해주는 것 이 인터페이스 설계자의 주요 임무라고 말한 바 있다 인터페이스가" .
사용자의 기본적인 작업을 잘 지원하면 정보처리 시간이 짧아지고 사용자의 만,
족도는 크게 높아진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생산성도 향상된다 사용자의 작업을. .
지원하는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인터페이스의 초기화면에서 일곱 개 정도의 메뉴가 적당하다는 메직 넘버 세'
븐은 인간의 단기기억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Miller 1956)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작업기능을 잘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은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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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1. ?
화면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 기능이나 디자인요소들은 사용자의 작2.
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자 또는 개발회사의 홍보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쉽게 알 수 있는가3. ?
기능에 붙여진 이름은 실제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4. ?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사용자의 결정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5. , ?

사용편리성3.2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직관적인가 하는 점은 사용편리성과 관계가 있다 직관.
적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란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작업을 쉽고 자연스

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사.
용한 지 불과 몇 분 내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쉬운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인터페이스의 사용편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쉽게 배울 수 있는가1. ?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가2. ?
인터페이스를 유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3. ?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하지는 않는가4. ?

인터페이스의 사용편리성을 평가할 때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일관성은 여러 차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전 부분에 걸쳐 동일한 화면배치와 명령어 이름 그래픽 언어를 가져야 한다 일, .
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학습곡선의 굴곡을 최소화해 준다 그리고 사.
용자가 인터페이스에 어떤 기본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일단 배우고 기억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습득한 지식을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상호작용 하는 전과정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일관성은 학.
습과 내비게이션을 쉽게 해준다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할 수 있다.

인쇄 도움말 종료 검색 등의 기본적인 메뉴들이 모든 화면에서 같은 자리1. , , ,
에 있는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든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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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들과 아이콘을 표시하는 데 쓰인 어휘는 모든 화면에서 의미가 분3.
명한가?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가 통일된 느낌을 주는가 아니면 화면마다 디자인이4. ,
달라서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는가?

미학적인 구성3.3
인터페이스에서 미학적인 구성은 색채와 아이콘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의 시, ,
각적인 요소의 사용과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의미한다 시각적인 요소는.
사용자의 주의력과 이해력 그리고 화면 가독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
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 ,
도록 사용자와 시각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 .
인 요소들은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사용자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부담을 느,
끼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적정 수준의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를 들면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색채나 아이콘 이미지 같은 시각적 요. ,
소들은 적게 쓸수록 사용자가 훨씬 쉽게 정보검색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색채.
사용에 있어 각 화면에서 사용하는 색채가 네 가지를 넘지 말아야 사용자의 주

의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Shneiderman 1993, p.98)
그래픽요소들은 도로의 안내판처럼 사람들의 길찾기를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아이콘이나 메뉴막대 사이트 맵 같은 디자인상의 지표들도 사용자가 가상. ,
공간을 돌아다니는데 도움을 준다 즉 그래픽요소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사용.
자의 전 작업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돼서 사용자가 중요한 작업부터 우선 순위를

매겨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웹 그래픽을 위한 선 의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n, 1999) .社

사이트가 담고있는 정보의 내용에 꼭 맞는 그래픽을 사용하라- .
시각적인 효과만을 위해 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라- .
한 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크기가 합쳐서 가 넘지 않도록 하라- 30K .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모두-
동원하라.
사이트를 많은 사람이 찾게 하려면 다른 페이지 구성요소들을 가려버리는-

포맷의 이미지 사용을 피하라JPEG .
링크에 연결된 이미지가 클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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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깔을 최소화하라- .
한 페이지에 여러 조각의 그림들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사용하려면 이 조-
각그림들이 얼마나 빨리 한 그룹으로 화면에 뜰지를 고려해 봐야한다 왜.
냐하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전송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이미지에는 보충설명을 달아라- .
이미지가 페이지에 무리없이 섞여들도록 투명한 배경을 가진 이미지를 사-
용하라.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사용을 피하라- .
그래픽 불릿은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며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면을 분할하는 그래픽 막대의 사용을 자제하라- .
불릿 또는 강조를 위해 그래픽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일관성을 살려-
라.
배경그림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
웹 페이지에 글자색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드웨어와 브라우저를 여러 경우로 조합해보아 이미지들을 미리 점검하-
라.

결론4.
학교 은행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호텔 커피숍 백화점 예식장 극장 음악, , , , , , , , , ,
당 박물관 도서관 등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이다 이러한, , , .
건물들은 건물의 바깥 모습이 각각 독특하게 다르기도 하지만 내부 모습도 각,
각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 건물들은 각기 사용자가 다르며 사용용도가 다르며. , ,
따라서 건물의 분위기도 다르다.
웹사이트 건축도 이와 같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목적과 용도가

있다 웹구축자는 각기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따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를 알고 이에 적합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을.
때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지내기에 불편하듯이 웹사이트가 사용하기에 불편,
하다면 웹사이트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가가 가장 건물을 잘 설계할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건물에.
거주할 사람 그 건물을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건물,
은 분명히 만족스러운 건물이 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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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방문할 사용자가 웹사이트 구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웹사이트의 특징을 살펴보자 사용자의 가장 큰 불.
만사항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색인 사이트 맵 목차 등. , ,
이 제공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웹사이트.
의 사용어휘가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가 많아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

용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컨텐츠들이 여기저기로 자주 옮겨 다닌다 웹 페이. ' '. '
지들이 일관성없이 디자인되어 있어 마치 다른 사이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기도 한다는 등의 요인이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임을 웹사이트 구축자들은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웹구축자들은 사용자들이 그래픽을 매우 좋아하는 줄로 오해한다 웹 페이지.
는 텍스트 링크 그래픽 동영상 소리 등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 , , , .
용자들의 컴퓨터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신속하게 받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더욱이 전화선으로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면 많은 데이터를 전송 받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즉 웹구축자가 사용.
자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화려한 그래픽보다는 신속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사용자 중심적이지 않은 사이트는 방문자들에게는 관심 없는 정보로 가득 찬

웹 페이지이다 얼마나 많은 도서관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도서관소개 페이지에. ' '
들어가 도서관의 예산 장서수 사서들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것인가를 생각해, ,
볼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종의 과제에서 개의. 6 3.6
과제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의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대학도서관 웹사이60% .
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이 활용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사검색이나 원문정60% .
보검색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용자는 에 불과하였다는 연구결과23.1%
유재옥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웹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 2002)
질을 가늠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원문검.
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분 초를 투자하였으나 결국 포기한 사용자를 위13 30
해 도서관 웹사이트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특정 상품에 관한 가격과 종류를 알고싶어 특정 백화점사이트에 들어

가 본 적이 있다 여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 30
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화려한 동영상을 받느라 기다려야 했으며 각 지점소개. , ,
위치소개 직원소개 사업소개 등만 열거되어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상품구매사, ,
이트 링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필자가 못 찾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
런 경우 상품구매사이트를 못 찾는 방문자의 무능을 탓해야 할 것인가 그 후로.
백화점사이트 방문을 아예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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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활용되기 위해

서는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서관웹사이트는 각종 유용한 정보원을 소장하고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웹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은.
웹상에서 정보의 폭발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접근성의 폭발에 직면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페이스 설계만이 웹사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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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장서개발정책의 배경 및 연구목적1.1
도서관의 궁극적 기능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각종 정보를 후세에 전달 보존하,
고 이용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도서관이 모.
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는 없으며 또 모두 수집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인쇄자료.
의 소장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의 접근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자관 중심의 자료와 함께 미소장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도서관.
의 실정에 맞는 장서를 구성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효과적인 장서 구성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의 형태 정보의 접근과 전달을 위한 기술로 인,
하여 도서관은 많은 혜택을 얻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기

도 하다 전자 정보원을 전통적인 자료와 통합하는 과제는 새로운 장서개발정책.
과 엄청난 업무를 필요로 한다 즉 담당 사서들은 전자 정보원 선택에 관련된.
장서개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운영과 기술을 훈련시키고 다른 부

서와 의사소통을 하는 업무를 도맡게 되었다 결국 전자 정보원 선택은 장서개.
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장서개발정책과 실무에 커다란 변화를 가

져 왔다 이란주 현재의 장서개발정책은 장서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 2002). ,
해 새로운 장서의 개발과 함께 이미 소장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 보존 공, ,
유 등을 통하여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전자 정보원에 대한 경제적 관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윤혜영( 2002).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 이용자의 요구 자료예산 등을 고려하, ,
여 장서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다 이러한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전체장서 및 주제별 장서의 균형을 유지. 1)
하고 장서업무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견지하며 자료의 선택 등록 폐기기준, 2) 3) · ·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집범위와 장서수준의 준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4) .
러 자료의 선택 시 선택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으며 예산배정의 우선5) 6)
순위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장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 7)
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동시에 직원의 교육 및 자질개발의 도. 8) 9)
구이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에서 상호협력을 촉진시키며 도서관에 대한. 10) 11)
홍보와 인식을 고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윤희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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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은 장서의 수집 선택 보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침들로 구성되· ·
어 있으며 장서개발정책을 위에서 나열한 목적과 같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그 내용을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대학도서관은 퍼센트 이상. 70
이 장서개발정책을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

정책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10
전무한 실정이다.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도,
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문서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대학교의 보건 의학분야가 있는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문/ 3
화된 정책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장

서개발정책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제한점1.2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성문화된 장서개발 정책을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를 웹상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관리 웹사이트에.
는 장서개발정책 절차 매뉴얼 통계 선정도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 ,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는 장서관리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서에게.

의 역할을 한다 또한 사서와 교수 혹은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one-stop service .
기능을 제공하고 자료 선정 관련 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윤혜영 각 도서관의 장서관리개발 웹사이트 외에도( 2002).
수서와 장서개발의 메타사이트로 잘 알려진 과Acqweb A Tool Kit of「 」 「

Links and Documents for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Librarian
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s .」

에서는 가지 관종의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Acqweb 7 .
에서는 사이트로부터 보건 의학분야의 장서개발정책을 제공하고 있는Acqweb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캔(Ohio State University(OSU) Health Sciences Library),
사스대학교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Kansas City),
교 의 정책을(University of Maryland Health Sciences/Human Services Library)
선정하여 그 사례를 살펴본 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단지 에 있는 개의 특수분야의 장서개발정책을 선정Acqweb 3
하여 비교 분석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결과.
를 기초로 좀 더 다양한 분야와 더 많은 수의 장서개발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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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학분야 장서개발정책 사례2. /

본 장에서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의 대학도서관의 보건 의Acqweb 3 /
학분야 장서개발정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장서개.
발정책의 성문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각 사례를 통해서 장서

개발정책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본다 아.
울러 특수분야로서 보건 의학분야의 장서개발정책의 항목과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2.1 Ohio State University(OSU) Health Sciences Library
(http://bones.med.ohio-state.edu/collection/colldevelpolicy99.htm)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의 보건과학 도서관은 일반장서와 전자 정보원을 위한 두

가지 장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의 서두에서는 장서개발정책명. ,
편집자 그리고 개정일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장서의 장서개발정책의.
컨텐츠는 크게 로 나열하고 그 아래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소개A F : A. /∼

연혁 주제문헌의 성격 집서의 성격 수집 활동의 범위 수집 장서, B. , C. , D. , E.
와 관련된 정보원 미래의 집서를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다 전자정보원의 장F. .
서개발정책의 경우 소개 범위 이용자 접근 선택기준 평가기준 설비와 예산, , , , , , ,
직원 이용자 교육의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 .

다음은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보건과학 도서관(Prior Health Sciences Library)
의 두 가지의 장서개발정책이다.

일반자료 장서정책

소개 연혁A. /
년부터 장서를 구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장서수집까지의 발전과정을 연도1846

별로 나누어 소개하여 준다.

이용자A.1

이용자를 크게 주 이용자 이용자 가 아닌 이용자 세 그룹으로, OSU , OSU ,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ㆍ 주 이용자

학생 교수 치과대학의 직원 의사 간호사 검안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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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용자OSU
학생 교수 약학대학 생물학 수의학의 직원 어린이병원, , , , , , University

의 직원과 교수 의학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다른Hospitals East , OSU
학생과 교수

ㆍ 가 아닌 이용자OSU
방문자와 환자 보건관련 정보를 찾는 다른 대학 대학교 학생, ,
교과과정A.2

보건과학 대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준다.
연구 프로그램A.3

단과대학의 모든 프로그램과 의학 센터 부서에서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
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

여 준다.
특수 장서A.4

역사적 장서①

의학 관련 특수장서의 수집은 년 월 일 권의 장서와 몇 권의 희1913 11 5 538
귀본 그리고 로 시작한 이래로 년까지 권의 장서가 추가되었고, $500 1933 215

년에는 을 기증 받아 를 설립하는데1955 $300,000 Medical Heritage Center
이용하였다 이 센터는 오하이오대학의 의학관련 장서를 보존하고 자원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보건 관련 장서②

환자나 그들의 가족과 일반적인 이용자들에게 의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며 이 장서들은 이들 이용자 그룹을

위하여 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기타 장서A.5

지정 도서①

수업지원을 위한 교과서 자격시험 준비서 과거의 시험 자료나 복사 논문, , ,
해부학 모델 오디오 테이프 등의 지정도서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담고있,
다.
장서개발 과정의 참여A.6

와Health Sciences Library Advisory Committee College of Medicine
등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장서개발 과정에서 고문역할을Library Committee



84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하며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부서장은 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함을 규

정한다.

주제 문헌의 성격B.
다양한 병원의 부서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보건 과학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

육적인 프로그램들로 미국 내 최고의 망라적 수준의 의학센터로 만들어 주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의학센터의 장서 또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
다 이용자의 주요 정보원은 저널이고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수업의 지원을 위. ,
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원이 도서관을 통하여 제공되며 특

수한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등의 사항을 담고있

다.

집서의 성격C.
년 도서관에서 대략 권의 장서가 대학보존서고로 옮겨졌으며1995 50,000 1999

년 현재 보유장서의 양은 권이다 장서의 외형은 이용자들의 이용량을 고170,000 .
려하였을 때 양호한 수준이며 역사적인 장서는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등 장서,
의 보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자료C.1

특수 일반 서지 사전 디렉토리 백과사전 통계자료가 포함되며 참고자료의/ , , , ,
종류와 관련 사서들의 임무 업데이트 기간 등을 규정한다, .

단행본C.2

인간 보건 분야의 모든 자료에 관한 수서 복본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
정한다.

연속간행물C.3

도서관은 현재 권의 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중 전자형태로 이용 가3,014
능한 것도 있다.
이 중 권 정도는 기증을 통해서 장서로 구성된 것이며 상호대차의 통계250
와 교수진의 연구요구와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연속간행물의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며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이용량

ㆍ 보건과학센터와의 관련성

ㆍ 주요 색인지로부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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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자형태의 자료 목록과의 중복성

ㆍ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다른 논문과의 중복성

ㆍ 의 다른 논문과의 중복성OhioLINK
ㆍ 개인 또는 부서의 요구

ㆍ 영향요인ISI
ㆍ 구독비용

내부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장서C.4

ㆍ 해부학 모형과 과거의 시험결과

해부학 모형과 수업기구 그리고 과거의 시험결과는 OSU Health
에서 폐가제로 유지한다 모든 시험결과와 일부 모형들Sciences Center .

은 교수들이 기부한 것이고 도서관 직원들은 해부학 모델의 사용과 새로

운 자료의 구입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규정한다.

미의회 분류표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장서C.5

ㆍ 정부자료

미의회 분류표 의해 분류되지 않는 정부자료의 보존기간 보유장소 폐기, ,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수집 활동의 범위D.

주제범위D.1

미의회 분류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제의 장서들을 분류한다.
QH (Genetics, reproduction, bioethics)
QP (Physiology)
QR (Microbiology, immunology, virology)
R (General Medicine, medical education, medical history)
RA (Public Health, epidemiology, preventative medicine,

healthadministration)
RB (Pathology, pain management)
RC (Internal Medicine, oncology, neurology, psychiatry...)
RD (Surgery)
RE (Ophthalmology, optometry)
RG (Obstetrics and Gynecology)
RK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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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Dermatology)
RM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RT (Nursing)

장서의 접근D.2

를 통해 장서에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은 대학OSCAR(OSU online catalog)
내에서 또는 직장이나 집에서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OhioLINK

와 를 통한 다양한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다Web site online catalog .

배제되는 주제D.3

장서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ㆍ 수의학

ㆍ 제약 개발

ㆍ 아동 보건과 교육

ㆍ 심리 개발

ㆍ 농학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과의 중복도D.4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도서관 과 다음과 같은 주제분야의 장서는 중복(OSU)
되어 제공된다.
ㆍ 생물학 약학 약학 세균학 생화학 유전학/ ( , , , )
ㆍ 어린이 병원 소아과( )
ㆍ 교육 생태학 심리학 신경학 심리학 영양학, , ( , , )
ㆍ 영어 연극과 커뮤니케이션 청각 언어 청각 장애, ( , / )
ㆍ 법률 의료 사고 보건 관리 개정( , AIDS, )
ㆍ 주요 도서관 의학과 과학의 역사( )
ㆍ 과학과 기술 생화학 생체공학( , )
ㆍ 수의학 실험 동물 해부학 기생충( , , )
ㆍ 여성학 여성 보건( )
연구의 방대함과 다양한 장서의 보관 문제 때문에 보건 환경 신경화학 신, ,
경생리학 인간공학 생체 공학 분야의 장서들의 구성에는 결함이 있다, , .

내의 어떠한 도서관도 이러한 주제분야의 장서를 수집하지 않는다O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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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로 된 자료를 수집한다D.5 : .

기간 전 시대를 포함한다D.6 : .

출판 기간D.7

년에 수집된 장서를 포함 전 시대의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한다1649 , .

지리적인 범위D.8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영국과 아시아의 출판물도 포함한다 이들 자료는.
공공보건 질병 대체의학 등에 관한 것이다, , .

기증 자료D.9

특수장서 교수나 각부서의 출판물 분실된 저널 개인적인 기증품 비디오( , , ,
테이프 역사적 장서 를 기증 받을 수는 있으나 구입은 하지 않는다 기증, ) .
받은 자료는 다른 도서관이 이용할 수 없으며 판매도 금지된다.

특별히 주제 위치에 관련된 정보원E. /

도서관외의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의 정보원E.1

전문 병원의 요구에 따라 대학 병원 부서에서 장서를 구성 할 수 있다/ .

상호협약E.2

Chemical Abstracts Service, Battelle Labs, OhioLINK, CIC (Big 10)
libraries, GMR libraries (Greater Midwest Region of The National

과의 상Library of Medicine), The State Library of Ohio, Cleveland Clinic
호 교환이 가능하다.

미래의 집서를 위한 계획F.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중요성이 증가하는 주제분야의 범위는 공중보건 전염1. ,
병학 인간 공학 유전학 신경과학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장서와 교육적인, , , .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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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2.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대학 의학 센터 안에 있는 보건 정보.
센터의 직원들과 밀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더 많은 자료들이 전자 기기를 위한 부가적인 기금을 통하여 비 인쇄매체3.
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와 는 전자. OhioLINK University initiatives
저널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자원과 관련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도서관, ,
이 빠르게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 선택과 평가 수서 이들 자원으. , ,
로의 접근은 도서관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보원 장서정책

소개1.
직원들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을 위한 전자 자료의 구입에 관한 정책으로 도서

관의 전자 정보원은 서지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자료 원문 저널과 관련 자, , ,
료를 포함한다 이 정책은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로의 접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장서개발과 기술서비스 부서의 사서는 매 년 또는 요구에 따2
라 평가되고 바뀔 것이다.

범위2.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주제분야를 결정해야하며 영어로 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가 아니면 의 복제자료는 포함. OhioLINK
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3.
인쇄 장서의 이용자와 같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경우 건강센터의 교수 직원, ,
학생 환자를 포함하여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를 이용자로 한다, .

접근4.
온라인으로 인터넷이나 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CD-ROM .

선택기준5.
모든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은 장서개발과 기술서비스 사서에게 수서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제안들은 장서개발부서의 사서 장서개발과 관련된 사서. ,
나 그 밖의 책임자 전자 서비스 위원회 보건 과학 센터의 교수 직원 학생 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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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서관 직원에 의해 평가되고 추천되어 선택될 수 있다.

평가 주안점6.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다.

사무실 용도보다는 도서관 배치의 적절성1)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2)
인쇄정보원과 전자정보원 중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3) ?
전자정보원에 관련되어 출판된 평가나 참고자료의 긍정성4)
이용자 친화성5)
키워드나 불연산 검색 시 정확성6)
스크린 레이아웃의 질적인 수준7)
전문 전체 이미지 테이블 모형 등의 이용가능성8) , , ,
동일 정보 인쇄물의 성공여부9)
인쇄물을 능가하는 전자정보원의 이점10)
허가11)

와의 중복성12) OhioLINK
대행업자의 권위나 명성13)
필요할 때 대행업자의 서비스나 지원 가능성 여부14)
검색속도15)
인쇄자료의 이용가능성16)
보안문제와의 관계17)
비용18)

설비 예산 요구안7. /
설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되어야 한다1) .
전자 자료는 구매할 수 있고 일년 내 언제든지 도서관의 수서 예산으로2)
장서로 구성될 수 있다.

직원 이용자 교육이슈들8. /
정보원들은 간단한 교육을 통하여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의 교육은.
모든 공공서비스 직원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대행업자 출판사 직원들에 의한, /
교육 대행업자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서들에 의한 교육 최종이용자 교육, ,
또는 필요할 경우 문서에 의한 교육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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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Kansas City
(http://library.kumc.edu/policy/policy3.htm)

캔사스 대학교 의학센터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개의 부문의 항목으로 구5
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부분별 세부 정책을 제공한다.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과 같이 전자정보원에 관한 장서개발정책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며 장서개발정책명은 갖고 있으나 편집자나 개정일은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장서관리 및 개발정책

가 일반적인 장서 선택 가이드라인.

질적 수준1.

교수들이 제공하는 정보 출판사의 권위나 명성 리, , Brandon-Hill collection
스트에서 높은 순위를 갖고 있는 장서들로 구성한다.

관련성2.

캔사스 대학교 의학센터의 부서나 프로그램 기능 등을 지원하는 장서만으,
로 구성한다 장서 개발자는 장서 선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선택.
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학센터의 구성이나 부서를 잘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잠재적 이용3.

온라인 목록을 통하여 사서들은 최근 획득한 관련자료의 이용을 확인을 통

하여 잠재적인 이용자의 요구분야를 파악해야 함을 규정한다.

비용4.

세 개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였을 때는 고가의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달러 이하의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지만1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만족 정도와 관련성 측면에서 더 강도 있는 감사100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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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위5.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제분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주제의 장

서를 획득해야 한다.

언어6.

영어자료만을 포함하지만 다양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의회나 심포지움이

나 학술발표논집 자료에 포함된 소수의 비 영어자료와 주요 국제 저널은

포함한다.

다른 기관에서의 이용가능성7.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중복되어 필요없는 장서를 없애는 것이다.
각각의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공유하며 고가의 자료

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특수 장서 선택 가이드라인.

단행본1.

일반적인 내용a.
의학 간호학 와 다른 의학 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장, , KUMC
서로 구성한다.

개인용 서가의 장서b.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교수진과 학생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

한 요구에 의해서 장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한다.

지정도서c.
이 자료들은 수업의 지원을 위해 교수진들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며 이 장

서의 구입은 일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따라야 함을 규정한다.

영구적인 지정도서d.
이 장서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과서와 참고 자료로

구성되며 개인용 서가의 장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사서의 결정에 의해 장서가 구성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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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e.
참고자료의 선택의 책임규정과 참고자료의 선택과정에는 관련 부서 구성

원 모두가 참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

다.
ㆍ 색인 및 초록

ㆍ 디렉토리 서지 사전/
ㆍ 사전 영어 의학 외국어: , ,
ㆍ 핸드북

ㆍ 약학 자료

ㆍ 통계 자료

ㆍ 백과사전

ㆍ 입법 규칙 사법 자료/ /
ㆍ 기관 디렉토리

ㆍ 전화번호 디렉토리

중점 관리 집서f.
중점 관리 집서는 일반적으로 적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으며 이 집서의 선

택자와 주제범위를 규정한다.

도서관 사무실 교육 지원 사무실g. /
도서관 사무실로 장서 구입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장서의 최종 선

택은 에게 있으며 이렇게 선택Assistant Director, Collection Management
된 장서는 온라인 목록에 기록되며 이용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규정

한다.

정기간행물2.

주제 관련성과 다른 저널과의 관계a.
저널은 반드시 의 주제범위 안에서 구성되어야Dykes Library collection
하고 장서관리실의 부관장에 의해 선택된다.

장서의 질적인 수준b.
저널은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해야하며 그 질적인 수준은 교수진들에 의

한 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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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요구 교직원의 투표와 추천에 의함c. ( )
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저널을 입수하고 요구의 측정Dykes Library

과 만족도의 측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서지 접근성d.
정보원들은 에 색인되며Index Medicus/Medline CINAHL, Psychological

를 통하여 정보원을 선택하고 색인Abstracts, and Science Citation Index
된 정보만을 제공함을 규정한다.

의 도서관들 혹은 지역적으로 다른 도서관을 통한 이용가능성e. Regents
지역의 다른 기관과의 중복자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을 알린다.

비용f.
이용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 하여야 한다.

언어와 원산지g.
영어로 된 정보원을 제공한다.

백파일의 획득f.

계속적인 자료 모노그래픽 시리즈3. /

이 장서는 정기간행물 저널 과 같이 취급되며 장서들을 체크인하고 온라인( )
목록에 기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오디오 비주얼 자료4. -

시청각자료는 도서관의 관장이나 부관장에 의해 선택되며 선택 부서의 직원

에 의해 주문되고 목록이 만들어지며 교육센터에 보관됨을 정한다.
ㆍ 슬라이드

ㆍ 오디오테이프

ㆍ 키츠

ㆍ 모형

소프트웨어5.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육 기술부의 직원이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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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할 장서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학위논문1.

도서관은 의 학위논문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KUMC .

기출제 문제와 학습을 위한 지침서2.

도서관은 이 자료들을 의학 간호학 분야의 자료로 선택적 제한적으로 수, ,
집한다.

정부 출판물3.

생물 의학 연구와 보건 치료와 관련된 미국 캔사스주의 저작물을 수집하, ,
며 정부 기관 위원회 각종 부처의 자료와 외국 다른 주의 위원회 자료, , , ,
입법 자료 정부 출판물들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모든 정부 출판, .
물은 일반 장서에 포함한다.

매뉴얼4.

실험 매뉴얼은 선택적으로 수집되며 보건부 의료부 병원 약국과 다른 기, , ,
관의 출판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특수 기업의 기구들을 위한 매뉴얼은 수집.
하지 않는다.

마이크로폼 형태자료5.

마이크로 폼 마이크로 피쉬 등의 의 정보원만을 수집한다, full-size .

대중적인 정보원과 레저 자료6.

는 지역 국가 신문을 수집하며 또한 학생과 직원들로부터 레Dykes Library /
저 정보원의 기증을 장려한다.

교과 프로그램 자료7.

이 자료는 이용자에 의해서 소비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도서관은 이 자.
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복사물8.

단행본 연속간행물의 복사물은 도서관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대출하기에,
부적합한 희귀본일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번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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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판물들은 영어로 번역된 것을 수집하며 단일 저널의 논문은 수집하

지 않는다 외국의 주요저널은 중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진단 가이드와 개요10.

이 자료들은 병동들에 있는 의사들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도서관은 보건.
분야의 주요 참고 정보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이 자료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 자료11.

학부 자료는 교수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집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원

은 수집하지 않는다.

회의 보고서 자료12.

발표논집 회의 보고서는 매우 선택적으로 교수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수집하며 구입하지는 않는다.

뉴스레터13.

연속간행물 타입의 출판물은 보통 일시적인 것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버티칼 화일14.

이 자료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Vertical file)
지 않는다.

대학별 목록15.

도서관에서는 를 위해 목록을University Kansas, Kansas State University
보유하며 이 자료들은 참고 데스크에서 보관한다 그러나 대학별 목록은 보.
유하지 않는다.

라 비의학관련 장서개발정책.

보존 관리1.

보존 관리에 관한 정책

폐기2.

폐기는 새로운 자료를 도서관에 들여올 경우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이용

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자료들을 최소한으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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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소장고3.

도서관은 미래를 위한 충분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나 극도로 이용이 저조한

자료는 먼곳에 보관한다.

대체본4.

분실된 자료의 대체를 위한 결정은 수서 부서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약

자료의 구입이 가능하다면 대체하고 기증을 받을 수도 있다.

복본수5.

일부 단행본과 저널은 매우 일반적이거나 요구가 많아 여러 권이 요구되기

도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복본을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결정은 참고 대출 부서와 함께 수서 부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

기증자료6.

도서관은 이용자들에 의한 기증을 받아들이지만 그 내용은 정보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 자료선택 절차.

정보원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행본1.

견본제도a.
형태 주문b.
기증c.
다른 선택 절차d.
메모

요청

목록 스캐닝 등.

정기간행물2.

대행업자a.
계속주문제도b.
기증c.
교환d.
다른 선택 절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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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색인 스캐닝 등.

다른 자료 오디오 비주얼 자료 소프트웨어 등3. ( - , )

2.3. University of Maryland Health Sciences/Human Services Library
(http://www.hshsl.umaryland.edu/information/colldev.html)

메릴랜드 대학교의 보건과학 휴먼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소개 주제 범위 주제/ , ,
리스트와 수준 정보원의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참고자,
료 전자정보원 역사 특수 자료 기증 장서유지 장서 검토로 분류된 장서개발, , / , , ,
정책을 가지고 있다 장서개발정책 명과 편집인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

가 소개.
의 주요 임무는 메릴랜드 대학Health Sciences and Human Services Library

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오랜 기간 동안 보건과 인류 서비스.
의 본질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전자 인쇄 정보원으로의 접근을 지원하는 기관이,
지만 방대한 정보의 공급으로 도서관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
여 새로운 정보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메릴랜드 대학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정보자원과 전자 인쇄 정보원의 장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정하는/
것이다.

이용자1.

ㆍ주요 이용자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professional schools,
의 교수진 학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Systems ,

생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된다 법과 대학은 자체 도서관을 갖고 있어 이.
정책에서 제외한다.

ㆍ 간호학 프로그램에 속한 교수 학생 그리Western Maryland Social Work, ,
고 직원들은 도서관의 소장 정보들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ㆍ상호대차협정을 맺은 도서관간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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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에 가입한 기관Southeastern/Atlantic Regional Medical Library Services
은 도서관이용이 가능하다.

장서의 범위와 영역2.

ㆍ핵심장서

ㆍ임상학 인체공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사회 복지, , , , ,
ㆍ계속적인 장서평가를 통하여 장서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주요 이용자의 요

구 변화를 포함 한다.
ㆍ정보원은 영어로 되어있다.
ㆍ다양한 주제분야의 수집 장서의 수준을 결정하는데는 미국도서관협회

에서 개발한 규정을 사용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형태3.

주요 장서는 인쇄자료와 저널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자적 정보원의 중요성

을 인식 전자 포맷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정보원 공유4.

ㆍ지역 도서관들과 고가의 자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ㆍ 을 위한 지역 의학 도서관으로써 또한the Southeastern/Atlantic Region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지역 도서관들과 정보제공을 위해

고유한 정보원들을 소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ㆍ도서관 정보원은 상호대차가 가능하다.

나 주제 범위.

장서개발정책의 공식화를 위해서 미국도서관협회의 규정 에(ALA Guidelines)
따라 장서의 수준을 정한다.

ㆍ망라적 수준(Comprehensive)
ㆍ연구 수준 (Research)
ㆍ고급 학습 수준 (Advanced Study Level)
ㆍ초기 학습 수준 (Initial Study Level)
ㆍ기본 수준 (Basic)
ㆍ최저 수준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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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제 리스트와 수준.

장서의 주제와 수준을 나타내는 리스트를 제공한다 알파벳순으로 된 주제리.
스트를 제공하여 왼쪽에는 주제리스트를 오른쪽에는 그 주제를 위한 에서ALA
정한 가지의 장서수준에 따른 레벨을 보여준다6 .

주 제 (Subject) 수 준 (Level)
Abortion(socialogical and medical aspets)
Abuse(child, spouse, etc.)
Alcoholism see Substance Abuse
Anatomy, Human
Anatomy, Non-Human
......
Wounds and Injuries see Emergency Medicine
Writing(style, publication, resumes, etc.)

Research
Research
 
Research
Basic
......
 
Basic

라 정보원의 형태에 따른 부가적 가이드라인.

정보원을 형태별로 분류하고 수집해야 할 장서와 그렇지 않은 장서에 대한 사

항을 정하고 있다 요약본 색인 초록 학위논문 등 개로 세분된 자료들을 알. , , 44
파벳순으로 나열하고 수집여부를 규정한다.

마 참고자료 정책.

참고자료 정책의 목적1.

참고정보원의 선택은 일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따르며 정보 내용의 최신성

과 참고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 대출 인쇄자료로 고려하여 구성

하도록 한다.

주제범위2.

참고자료를 선택할 때 그 범위를 규정한다.
ㆍ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사회복지 분야의 정보원으로 대학원의 내용을, , , ,
지원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ㆍ정기간행물의 경우 핸드북 주제 백과사전 디렉토리를 포함하며 교육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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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사회학 관리 분야의 정보원을 수집한다, , .
ㆍ캠퍼스내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생명 물리학 분야의 정보원을 수집한다, .
ㆍ일반 참고자료는 캠퍼스내의 일반적인 정보요구에 맞추어 수집한다.

집서에 포함된 정보원의 유형들3.

참고정보원에 속하는 자료들의 유형을 정해준다.
초록과 색인 서비스-
서지-
회원과 기관의 디렉토리-
일반적인 장서-

참고정보원은 대학 내의 일반적인 정보요구에 따라 수집되며 다음의 자료들

은 제한 없이 수집한다.
ㆍ일반적인 백과사전

ㆍ영어 사전

ㆍ외국어 사전

ㆍ인용서적

ㆍ지도 지역 국가 세계( , , )
ㆍ스타일 매뉴얼

ㆍ연감

ㆍ일반 서지 디렉토리

ㆍ전화번호부

또한 다음의 자료들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ㆍ지리 정보

ㆍ도서관 디렉토리

ㆍ인터넷 정보원 가이드

다음의 자료들은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가장 최신의 것으로 수집한다.
출판물 페이지를 마음대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자료- Looseleaf ( )

통계자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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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참고 자료의 수집4.

참고 부서의 사서들은 참고정보원에 속하는 자료들의 추천을 받고 새로운

정보원들을 선택하기 위해 매주 검토해야 함을 정한다.

참고 자료의 검토5.

참고정보원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정보원들은 참고 부서의 사서가 고려한

후 폐기될 수 있으며 대출자료로 바뀔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바 전자정보원 정책.

소개1.

Health Sciences and Human Services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로 전자정보원의 중요성을 인Maryland, Baltimore

식하고 있어 전자정보원의 선택을 위해 선택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이

정책을 만들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전자정보원을 선택

하도록 한다.

범위2.

전자정보원은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규정하며 이 정책으

로 규정된 장서는 교육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 장서에 첨가되며 이, HS/HSL
용자는 정보의 원격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정보원은 형태는 인터넷 기반. ,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온라인 등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에서 기CD-ROM, , ,
술적으로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대출 목록 수서 시, , , ,
스템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정보원의 범위와 언어는 인쇄정보원의 장서.
개발정책에 따라야 함을 정하고 있다.

선택기준3.

전자정보원의 선택 기준은 인쇄매체나 다른 형태의 것과 같음을 명시한다.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교육 연구 지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한- ,
다.
이용자의 요구가 예상되는 자원을 선택한다- .
명성이 있는 출판사나 저자의 저작물을 선택한다- .
도서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원을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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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 정보원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ㆍ기술적인 요구

ㆍ전자정보원을 이용하는데 부가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
ㆍ네트워킹이 가능한가?
ㆍ데이터 접근 수단이 무엇인가 예 패스워드가 요구되는가?( : ?)
ㆍ언제나 이용가능한가 예 인터넷 정보원인가?( : ? )
ㆍ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가?
ㆍ안정성

ㆍ이용자 친화성

ㆍ스크린디자인

ㆍ 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가HS/HSL ? ?
ㆍ검색기능

ㆍ키워드나 불연산 검색이 가능한가?
ㆍ응답시간

ㆍ데이터의 최신성 얼마나 자주 갱신이 이루어지는가, ?
ㆍ초록포함여부 전문제공여부/
ㆍ대행업자의 명성과 제공서비스

ㆍ대행업자가 자원의 후원을 제공하는가?
ㆍ직원이나 이용자의 교육

ㆍ허가

ㆍ허가의 요구

ㆍ동의 예 상호대차가 허락되는가( : ?)
ㆍ구독의 취소나 중지 시 데이터 접근이 유료인가?
ㆍ보관 형태 가능성( )
ㆍ인쇄정보원에 비해 갖는 전자정보원의 이점이 있는가?

전자정보원의 유형4.

전자 정보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ㆍ전자 저널

ㆍ인쇄자료의 구독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

ㆍ구독하지 않는 자료

ㆍ웹사이트

ㆍ CD-R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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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역사 사료와 특수 장서 정책.

역사 사료와 특수 장서는 두 가지의 분류된 정보원으로 구성된다 역사적 장.
서는 보건 과학 분야의 자료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사회사업 분야의 자료로

구성되며 역사 특수 장서 관련 부서의 사서는 장서의 선택과 입수에 관한 책임/
을 맡고 있으며 장서의 수명과 역사적 중요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인 장서1.

이 장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원을 포함한다.
- Cordell Historical Collection
- Crawford Historical Collection
- Grieves Dental Collection
- Nursing Historical Collection
- Pharmacy Historical Collection
- Social Work Historical Collection
- Woodward Historical Collection

특수 장서2.

도서관의 특수장서 정책의 목적은 캠퍼스 내의 특수장서를 선택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목록하고 온라인으로의 접.
근을 제공하며 도서관에서 발간된 출판물 연감 뉴스레터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 ,
이 장서에 포함된다 그 형태는.
ㆍ대학과 그 부속기관과 관련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ㆍ대학 목록 연감 프로그램 등, ,
ㆍ 와 캠퍼스 사무실에서 출판된 저작물Newsletters
ㆍ대학 병원에서 출판된 저작물

ㆍ지도나 대학 캠퍼스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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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증 정책.

Health Sciences and Human Services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는 개인적으로 또는 부서별 기증을 받는다 기증자료들은Maryland, Baltimore .

손상되거나 분실된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이 있는 자료들을 위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또한 도서관은 기증을 통해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저작물이나.
희귀본을 제공받기도 한다 도서관은 정책에 명시된 모든 장서의 범위에 속하는.
정보원을 기증 받으며 교환이나 판매 폐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증자가 정보원,
을 기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도 정하고 있다.

자 관리 정책.

도서관은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사회학 관련 학교와 대학원 그리고 지역, , , ,
내의 의학 도서관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Health Sciences and Human

는 방대한 자료를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Services Library .

차 장서 재검토 정책.

이 정책의 목적은 폐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서들에게 목록된 자료를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는 도서관이 현재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분실이나 도난자료는 폐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료 하나 하

나의 재검토는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폐기할 자료를 분리해 내는 것이며 그

기간을 년의 평가로 정하고 있다5 .

저널1.

저널의 검토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주제의 중요성-
지역적 이용가능성-
역사적 가치-
물리적인 형태 조건- ( )
소장의 완전성과 앞으로의 이용 가능 기간-
정보원-
이용량-
특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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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수나 직원의 추천-
영향요인 등의 평가- ISI

형태와 다른 선택기준-

단행본2.

단행본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다.
주제의 중요성-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
고급 주제 수준 연구의 각각의 판은 하나만 유지한다- , .
연구가이드 프로그램 된 문서 등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판만을 유지한다- , .
언어-
제본 여부-
물리적인 조건-

검토하는 책임은 장서개발사서와 정보전문가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을 명시

하고 있다.

보건 의학 분야의 장서개발정책 비교 분석3. /

의 특징3.1 Ohio State University Health Sciences Library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의 보건과학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일반장서와 전자정

보원에 관한 정책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일반장서의 개발정책은 이.
용자의 범위 장서의 주제범위 상호대차 그리고 미래계획 등 도서관 전반에서,
걸쳐서 장서를 선택 수집 그리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전자정보원의 정책에서는 전반적인 장서개발정책의 소개를 비롯하여 범

위와 접근방법 선택기준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여 준다, , .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의 보건과학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가4
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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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개1)
다른 대학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으로 도입 부분

에 도서관의 설립 이후의 발전과정을 연도별로 나누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원측면에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역사 파악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장서수집 범위2)
장서의 수집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제되는 주제범위와 수집하지 않는

장서들 또한 제시하여 준다.

미래의 장서개발계획3)
미래의 장서개발을 위해 몇 가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대.
비하여 현재 만들어 가야 할 몇 가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이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로 다소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이.
항목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수정

이 필요하다 또한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상의 문제로 첫 페이지의 목차와 미래의.
장서개발정책의 내용이 달라 이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

전자정보원을 위한 장서개발정책4)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의 보건과학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원의 중요성이 증가함

을 고려하여 전자정보원의 장서개발정책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전자정보.
원의 장서개발정책은 일반적인 장서개발정책과 같이 그 소개와 정보수집 범위,
언어 이용자 그리고 접근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서선택의 기준과, .
평가 기준 기구에 관련된 사항 직원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사, ,
항을 정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전자정보원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준다 특히 전자정보원의 평가기준을 세분된 항목으로 규.
정하고 있어 정보원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의 기간과

책임자 또한 명시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자료의 속성에 맞춘 정책으로 보여

진다.

의 특징3.2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Kansas City
캔사스 대학교 의학센터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의학분야의 정보원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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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 몇 가지 장서 선택 가이드라인과 비 의학 분야의 정책에 관한 문제와 장서

선택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캔사스 대학교 의학센터 도서관의 장서.
개발정책의 특징이다.

세분화된 선택가이드1)
일반적으로 장서를 선택할 때 필요한 기준으로 장서의 질 관련 기관과의 연,
관성 이용자의 요구 비용 언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 ,
장서를 크게 단행본 저널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단행, , , , .
본의 선택 시에는 수업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참고자료는 규정된 범

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저널의 경우에는 장서의 질과 이용자의 요구 비용. , ,
언어 등을 고려하여 중복자료를 줄이도록 수집하고 연속간행물 시청각 자료 소, ,
프트웨어도 각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원.
별로 세분된 선택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담당 사서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 또한 명확해 질 것이다.

수집을 위한 명확한 기준2)
수집을 할 정보원인지 수집을 하지 않을 정보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논문 연구 가이드 정부 출판물 마이. , , ,
크로 폼 등을 수집할 것 인지의 여부와 제본의 필요 여부 자료의 수집 수준 그,
리고 뉴스레터와 같은 일시적인 자료의 수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준

다.

정보원 선정 절차 제시3)
정보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단행본 연속간행물 그 외의 자료로 나누어 제시, ,
하고 있어 수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의 특징3.3 University of Maryland Health Sciences/Human Services Library
메릴랜드 대학교의 보건과학 휴먼 서비스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개발/
정책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소개부문과 장서의 주제 범위와 수준 형태별 정,
보원의 수집 가이드를 포함하여 참고자료 전자정보원 역사 특수 자료 기증, , / , ,
장서유지 장서 검토로 분류된 장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메릴랜드 대, .
학교의 보건과학 휴먼 서비스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특징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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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의 목적1)
서두의 소개항목에서 전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

보원별 가이드라인 속에도 그에 따른 목적이 소개되고 있다.

정보원의 형태별로 제공되는 장서개발정책2)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을 형태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장서개발정책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장서 선택시 각 부서의 사서에게 자신들의 부서

에 맞는 정책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정보원의 장서개발정책. ,
전자정보원의 장서개발정책 역사적 특수 정보원의 장서개발정책과 폐기 보유, / , ,
평가에 대한 정책을 항목별로 구별한 후 그 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

어 필요한 사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서 재검토 정책3)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폐기할 자료를 분리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저널과 단행본의 재검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년 단위5
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사례 비교 분석 및 논의3.4
세 개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도 나타나고 있으나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들도 있었다 세 개의 대.
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목적 편집인 개정일 책, / ,
임자의 명시 이용자의 범위 항목과 수집에 필요한 항목 평가방법 그리고 전자, ,
정보원의 장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표 과 같다 이것은 장서개발< 1> .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할 항목들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정책의 목

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 을 중심으로 세 개 대학의 보건 의료 분야 장서. < 1> /
개발정책을 살펴보면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와 캔사스 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장서개발정책 중에 그 목적을 삽입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대학교 도

서관의 경우 소개부분에서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각각의 세

부 정책에서도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원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서개발정책의 갱신 또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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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데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과 메릴랜드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서는 편집인과 갱신일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캔사스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

발정책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과 메릴랜드 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캔사스 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는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서개발정책에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는 구체.
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며 캔사스 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는 참고자

료 선택 시 부서원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장서의 최종선택기회가 선택부서

장에게 있는 등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도.
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장서를 수집할 때 특히 보건 의학도서관과 같은 주제 전문 도서관, /
에서는 수집할 장서의 주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하이.
오주립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 에 따라 보건 의학 분야의 주제LC /
를 정하고 있고 메릴랜드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에는 의 가이ALA
드라인에 따라 주제의 범위와 그 수준까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장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캔사스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학관련 자료를 수집함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장서의 주제보다는 형태에 따른 수집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장서의 수집 기준은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과 메릴랜드 대.
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는 전자정보원의 선택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정보원의 선택은 정책 내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캔사스 대학교의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에는 정보원별로 선택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장서를 수집하고 요.
구가 적은 장서들을 폐기하여 장서의 중복을 막고 장서의 유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 연속간행물과 전자정보원의 평가기준을 두고 있어

도서관에서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대학

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경우 단행본과 저널로 나뉘어진 검토기준을 제시하여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장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중요성이 급증되고 있는 전자정보원에 대한 장서개발정책

을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서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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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두어 그 중요성을 한번 더 실감할 수 있었다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도서.
관의 장서개발정책 내에서 전자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기준을 살펴본 결

과 스크린의 질과 디자인 이용자 친화성 키워드나 불연산 검색 검색기능 허, , , ,
가 중개상의 권위나 명성과 서비스나 도움 보안의 문제 인쇄물을 능가하는 전, , ,
자정보원의 이점 비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사례로 선정된 개의 도서관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장서개발3
정책의 목적 장서의 주제범위 장서의 수집에서 선택기준 장서의 수집 언어에, , ,
대한 항목이다 한편 편집인 갱신주기 책임자 명시 이용자의 범위 평가방법. , / , , , ,
장서의 폐기 전자정보원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다.
도서관에 따라 존재이유와 목적 이용자그룹 정보요구 및 이용 행태 자료구, , ,
입예산 기존장서의 특성 집서의 목표와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문서의, ,
구성체재나 내용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담당 사서는 장서관리정책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와 자관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보건 의학 분야의 장서개발정책의 비교< 1> /

오하이오주립대학 캔사스대학 메릴랜드대학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도서관의 목적 수록

의학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

중복되는 장서를

줄이기 위해

대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구축을

위해

편집인/
갱신주기

○ × ○

책임자 명시 × ○ ○

이용자의 범위

-Primary clientele
-OSU clientele
-Non-OSU clients

×
-Primary clientele
협약 대학의 구성원-
지역의학도서관서비스-
의 가입기관

장서의

주제범위

에 따른 주제범위LC
배제되는 주제범위/ 참고자료의 범위

ALA Guideline
장서의 범위와 수준

장서의 수집

선택기준< > 전자정보원의 선택기준 정보원별 선택기준 전자정보원의 선택기준

장서의 수집

기 증< >
특수장서의 기증

관내에서만 이용가능

비의학관련 장서의

기증

기증의 포함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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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립대학 캔사스대학 메릴랜드대학

장서의 수집

언 어< > 영 어 영 어 비영어자료/ 영 어

평가방법
연속간행물의 평가기준

전자정보원의 평가기준
× 저널과 단행본의

기준Reviewing

장서의 폐기 × 비의학관련 장서의

폐기

폐기를 위한 평가기준

저널 단행본/

전자정보원

장서개발정책

목적 주제범위 이용자, , ,
접근방법 수집기준, ,
평가방법 등

× 주제범위 평가기준, ,
형태 등

결 론4.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동시에 자관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며 장서

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통해 담당 사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cqweb
사이트로부터 미국 지역의 세 개의 대학도서관의 보건 의학 분야 장서개발정책/
을 선정하여 그 정책문서를 소개한 후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 ,
장서개발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으며 각 장서개발정

책별로 특징적인 항목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서개발정책이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항목들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제안점을 가지로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6 .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서두에 나타내주어 도서1)
관 관련자들과 직원들 사이에 혼동 없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부문별 장서개발정책에 따른 세부 목적을 명확히 기술.
해주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서의 형태와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서개발정책2)
이 요구되어 주기적인 갱신과 갱신일의 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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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내에 장서구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주로 도서3)
관 직원들에 의해 이용된다 이에 각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서의.
선택 수집 보관 폐기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 , .

장서개발정책의 내용 면에서는 이용자 장서 언어 기간 등의 범위를 명확4) , , ,
히 기술하고 다양한 형태별 주제별 자료들을 구분하여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한,
다.

선택과 평가기준을 세워 장서의 선택과 폐기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5)
이 바람직하다 장서관리에서 주관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객. ,
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장서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세분되고 명확한 항목을 구

성하여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보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보원을 위6)
한 장서개발정책을 따로 만들어 두어 정보원 형태별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서개발정책은 다양한 장서 중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또는 필요할 것이라

고 예상되는 장서들을 선택하고 도서관 내의 장서의 중복을 막아 예산을 절감,
하고 폐기를 통하여 공간의 문제와 직원의 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과적인 장서

구성과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각 도서관은 실정에 맞는 장서개발정책을 세.
우되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면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접

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도서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장서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
지 개의 대학도서관의 보건 의학 분야 장서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 비교3 / ,
하였으나 다른 관종과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후,
속연구로 수행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제시 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장서개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문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장서개발과정에 관련된 지역사회분석 정책 선택 수서 폐기 평가에 관한 이론, , , , ,
적 실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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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成奇1)

목 차

초록< >
序論

의1. 功臣制度 成立

1.1. 成立過程
과1.2. 正功臣 原從功臣

의 과2. 朝鮮朝 錄勳號 命名 錄券

의3. 奮武功臣 錄勳

3.1. 背景
의 과3.2. 李麟佐 亂 發端 鎭壓

3.3. 功臣錄勳

의4. 奮武原從功臣錄券 書誌的『 』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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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5. 奮武原從功臣錄券『 』

의 비교揚武原從功臣錄券『 』

結論

參考文獻〈 〉

書影〈 〉

초록〈 〉

조선시대에는 총 차례에 걸쳐 공신을 정하여 하였다 이 중 조선조 마28 .錄勳

지막 로는 이 있다 은 월 의 을. 4(1728) 3功臣號 奮武功臣 奮武功臣 英祖 年 李麟佐 亂

평정하고 에 되었고 은 개월 뒤인 에 외에 작4 , 3 7月 錄勳 奮武原從功臣 月 正功臣

은 공이 있는 자 천여 명에게 되었다9 .錄勳

그런데 이들 이 여러 기관 등에서 과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 』 『

이라 편목되어 병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라 통용되, " " " "錄券 奮武功臣 揚武功臣』

면서 서로 다른 것으로 혼동되고 있는데 이는 에 를, 40(1764) " " "英祖 年 奮武 揚武

라 고치도록 영조께서 명한데서 기인한다 하겠다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 錄券

은 총 종으로 으로 서명이 채기 된 것은 종이며26 8 ,奮武原從功臣錄券 揚『 』 『

으로 채기 된 것은 종이다18 .武原從功臣錄券』

1) (bongsk@www.nl.go.kr)國立中央圖書館 古書專門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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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어 분무공신 양무공신 분무원종공신 양무원종공신 분무원종공신녹권 양: , , , , ,
무원종공신녹권

序論

이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음5檀君

에도 불구하고 숱한 전쟁 등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많傳承

은 피해를 입어 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조선조 마지막 인 도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英祖『 』

에 의 난을 평정하는데 직 간접으로 공을 세운 여명이나 되4(1728) · 9,000年 李麟佐

는 사람들을 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은 필자가 조사原從功臣 錄券

한 바로는 종으로 그리 많지 않다26 .
특히 필자는 그나마 동일한 이 과" " " "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의 두 가지 으로 불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며 또한 도,功臣錄券名 功臣名 奮

과 으로 불리고 정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신에,武功臣 揚武功臣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피력한 뒤 에 대해 하고자 한奮武原從功臣錄券 考究『 』

다.

의1. 功臣制度 成立

1.1. 成立過程
이란 왕조 나 왕위 계승 때 혹은 왕위를 둘러싼 사건 또는 국가, ,功臣 變遷期

유사시에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한 에게 그 의 보답으로 하는盡力 臣僚 功績 封爵

것인데 공신에게는 을 나타내는 를 주고 등급을 나누어 을 하였, 勳功 功臣號 褒賞

는데 이때 공신증명으로 나 을 주었다.敎書 錄券

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에도 했다는 기록은功臣制度 錄功

있으나 를 주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功臣號 2)

2) 의 제 집 단국대학교사학회, , 7 ( , 1973), p.37金光洙 高麗太祖 三韓功臣 史學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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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에 관한 언급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첫 기록은 고려의 에 대한 것開國功臣

이 아닌가 한다 을 왕으로 한 공으로 인하여. 高麗 太祖 王建 推戴 高麗太祖元

등 여명이 으로 구분되(918) 8 , , , 2,000 1, 2, 3年 月 洪儒 裵玄慶 申崇謙 卜智謙 等

어 각각 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功 3)고 하는 것으로 에 잘高麗史『 』

나타나 있다.
한편 의 기록에 보면 를 하고 을23(940) "太祖 年 高麗史 新興寺 重修 功臣堂『 』

두어 등 및 등 공신의 을 벽에다 그려 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1 2 畵像 三韓功臣

를 열어 복을 빌었으며"4) 뒤에 다시 을 내리고 대대로 그 자손을 등용했勳田

다5)는 내용이 있다 그 뒤로도 고려일대를 통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는. 功臣

를 주며 등을 상으로 주어 그 영예를 기렸다, , .號 土地 奴婢 金銀

고려 초에는 공신증명으로 만을 주었으나 말기의 에게는,錄券 中興功臣 錄券

과 공신교서를 함께 주었다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의. , ,開國 定社 佐命 三功臣 正

에 한하여 교서와 을 아울러 주었으며 에게는 만 주었다.功臣 錄券 原從功臣 錄券

그러나 이후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은 에게만 주었靖難功臣 錄券 原從功臣

다.6) 이러한 공신제도는 후대 공신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간혹 와 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와 은 확실히功臣敎書 功臣錄券 敎書 錄券

구별되는 것으로 는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며 은 을 받, 功臣敎書 功臣錄券 王命

들어 에서 발급하는 것이다.功臣都監 7)
공신호가 갖는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개인은 물론 가문에 공신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사회적 영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한 개인의 을 표기할. 職銜

때 그가 받은 공신호를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8) 또 개인의, 行狀

등에서 이를 강조하고 의 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記 墓碣銘 家系上 家門

위해서 표기9)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3) 의1, 1, " ......高麗史 卷 世家 卷 第 太祖元年八月條 又詔曰 其廢暴主之時竭忠臣之節者宜行『 』

...... ..."賞賚以奬勳勞其以洪儒裵玄慶申崇謙卜智謙爲一等給金錄銀器 其第三等二千餘人

4) 의2, 2, "高麗史 卷 世家 卷第 太祖二十三年冬十二月條 是歲重修新興寺置功臣堂畵三韓功『 』

")臣於東西壁設無遮大會一書夜歲以爲常

5) 의78, 32, "高麗史 卷 志卷第 食貨卜景宗二年三月條 賜開國功臣及向義歸順城主等勳田自『 』

"五十結至二十結有差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1-2, : ,1981, p.79崔承熙 編著 韓國古文書硏究 硏究論叢『 』

7) 과 은 이 아니( )文化財大觀 寶物編 下 安東柳氏文書中 扈聖功臣錄券 光國功臣錄券 錄券『 』

라 의 이며 의 도 로 보아야 할 것이, ( )功臣敎書 錯誤 古文書集眞 金東旭編 功臣錄券 功臣敎書

다.( 1, 2, 3)書影

8) 의 를 보면, .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都監關與者 職名單字 判事推誠協贊開國功『 』

( )"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 手決

9) , , ( ) : , 1937, 21 . "崔相敏 編 振武功臣萬戶崔公實記 明川 咸鏡北道 誰如堂 張次 故振武功『 』

......."臣崔公渭當仁廟活與吳海城伯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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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주국가 체제에서 공신제도가 갖는 기능은 매우 크다 으로서. "大家世族
의 공신은 왕조국가를 유지하는 세력기반 이며 국가와 공신간의 상호 관계를" "
왕이 공신을 하는 근본 목적은 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세력으로 삼으려는封 王朝

것이고 공신의 입장에서 공신 됨이 영광된 것은 그 이 자손에까지 미치기恩典

때문 이라고 는 에서 말하고 있다" .梁誠之 訥齋集『 』 10)
그러므로 군주국가의 체제상에서 볼 때 국권을 지탱하는 원천으로서 공신제도

는 필연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신들은 신분적 특권을 보장받고 왕조에法制上

충성을 다하여 왕조의 정권유지의 제일 요건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신에게

한 근거로 공신에게 을 지급하였는데 단순한 에 그치는 것이 아冊封 錄券 褒賞狀

니라 왕과의 였다.法制的 約束文書 11)

과1.2. 正功臣 原從功臣

공신은 크게 나누어 과 으로 분류할 수 있다.配享功臣 勳封功臣

은 고려 조선시대에 국왕의 에 된 공신을 말한다 국왕이 죽· .配享功臣 宗廟 配享

으면 고려시대에는 에 를 하고 선왕들과 하였는데 이때( ) ,宗廟 太廟 神主 奉安 合祠

국왕생전의 이나 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하여 종묘에 하고寵臣 補翊 擇定 配享 　

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공신이 되는.祔祭 擇定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
에 선왕의 종묘에 되었다 조선시대에 종묘에 된 공신은 총 명이었는. 92配享 配享

데 이 중 명이 이며 들이다 또한 후대에 특별히 되는31 .勳封功臣 配享功臣 追配

일도 있었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단 되었던 사람이 되는 일, 配享 追削

도 있었다.
은 이라고도 하는데 과 으로 나누어진다.勳封功臣 勳號功臣 正功臣 原從功臣 正

은 보통 공이 큰 사람들로서 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3 ,功臣 功勞 太宗元

에 한 의 의(1401) , 2(1471) , (1506)年 錄勳 佐命功臣 成宗 年 佐理功臣 中宗元 年 靖國

은 등급까지 있으나 각급 공신 가운데 공이 더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4 ,功臣

이다.

10) , 4. p.10梁誠之 著 訥齋集 卷『 』

1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에서, 81-2, : ,1981, p.32崔承熙 編著 韓國古文書硏究 硏究論叢『 』

녹권을 의 에 분류하였다.古文書中 國王文書 對官府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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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조선시대 공신의 에 있어서 이외에 작은 공을原從功臣 施賞 正功臣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로 공신의 및 사위 또는 그 에 대한子弟 隨從者

시상으로 본래는 이라 하였으나 중국 나라 의 를 피하여 " "原從功臣 明 太祖 諱 原

으로 하였다.12) 그 기원은 가 조선을 건국한 후 개국공신을 정한 후 이李成桂

개국공신을 돕거나 의 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로서 공이 있는 자太祖 潛邸 子弟

천 여명에게 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開國原從

은 조선이 건국된 후 의 법제로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의 법제적.原從功臣 褒賞

규정은 별도의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 효시인 조선,成文規程 原從功臣錄券 太祖

에 최초로 작성 지급된 녹권체제와 그 내용이 법제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할4年
수 있다 이후 과 그 자손에게 베푸는 은 의 해당. 原從功臣 恩典規程 經國大典『 』

항목에 분산 기재되었다.13) 이들 은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등급에 따3原從功臣

라 를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후에도 공신의 이 있을· · .錄券 奴婢 土地 賞勳

때마다 을 정하였는데 그 수는 각 공신에 따라 수 천명을 넘는 경우도原從功臣

있었다.

의 과2. 朝鮮朝 錄勳號 命名 錄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와 을 병용하였으며 몇 대에 걸쳐 공신을敎書 錄券 施

하여 이 모두 종 참조 에 달하였다 특히 왕은 공신과28 ( 1 ) .賞 正功臣 表 會盟〈 〉

하였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면서 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하여 공을 세운 정도에.功臣會盟祭

따라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과 토지 노비 등을1·2·3·4 ·榮爵

주고 그 자손들에게도 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을.蔭職 功

등으로 불렸다, , .臣都監 忠勳府 錄勳都監

은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하기功臣都監 冊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이다 에 공신도감을. (1392) 8臨時官廳 太祖元 年 月

설치하였으며14) 는 에 따르면 명, 1 , , ,擔當職制 增補文獻備考 有使 副使 判事 錄『 』

각 명을 두었다, 2 .事 副錄事 15) 그러나 은 의千惠鳳 義安伯李和開國功臣錄券「 」

연구에서 공신도감의 가 훨씬 컸다고 지적하면서 이긴 하지만,組織規模 兼職 判

12) 재위(1368 1398 )明 太祖 諱 朱元璋 ∼

13) 의, " ", , , 1985, p.138朴天植 朝鮮 建國功臣 硏究 博士學位 全南大學校大學院

14) " "太祖實錄 太祖元年八月辛亥條 辛亥置功臣都監『 』

15)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十七 職官考四 本朝太祖朝置功臣都監有使一員副使判事錄事副錄『 』

"事二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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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명되었고 에는3 , 2 , 2 , 2 , 2 , 2事 名 使 名 副使 名 判官 名 綠事 名 都監員 議郞

은, 2 ( 1 )名 正郞 名 中 名 未發令 16) 은 에는, 2 ( 1 ),佐郞 名 中 名 未發令 知曹事 典書

그리고 에는 의 이 되어 있고 태조 과 동왕2 , 3 , 4(1395)名 別監 名 東西班官員 補任 年

에 된 에 있어서도 그 조직은 대체로 같으며 다만6(1397)年 賜給 原從功臣錄券 判

이 줄고 을 소속의 이 하고 있는1 , 1 , 2 ,事 名 使 名 典書 名 都監員 吏曹 官員 兼務

것이 그 차이일 뿐이다17) 라고 기술하면서 그 조직이 가장 컸던 것이 조선 초기
였다고 하였다.

에는 개국공신 명에 대한 를 정하여(1392) 8 20 ( ) 44太祖元 年 月 日 己巳 位次 褒賞

할 것을 명함18)에 그 해 의 을 받아들여 등에 등 명9 1 17月 功臣都監 上言 裵克廉

포함 등에 등 명 등에 등 명으로 구분 공신의( ), 2 11 , 3 16 ,金仁贊 尹虎 安景恭 勳

와 함께 등 각각 차등을 두어 하였다· · ·號 土地 奴婢 丘史 眞拜把領 賜給 19) 이어서.
에는 를 두어 에 에17(1417) ,太宗 年 功臣都監有司 使 上護軍 沈寶 副使 護軍 尹希

에 를 임명,夷 判官 宗廟令 韓惠 20)하고 공신도감에 명하여 조선시대(功臣嫡長 親

의 들도 공신과 함께 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功臣 嫡長子孫 仲朔宴

및 일람표1表 朝鮮時代 功臣號 功臣〈 〉

공신호 책록연대와 공적
등 급

등1 등2 등3 등4
開國功臣 조선개국의 공1(1392)太祖 年

등裵克廉

인17
등尹虎

인11
등安景恭

인16

定社功臣 제 차왕자의 난(1398) 1定宗卽位 年
등李和

인12
寧安侯

등良祐

인18
佐命功臣 제 차왕자의 난1(1401) 2太宗 年

등李佇

인9
등李來

인3
등成石璘

인12
등趙璞

인23

16) 을 확인한 결과 은 둘이 기록되었고2 " ", " " ,義安伯李和開國功臣錄券 正郞 名 申 朴 氏「 」

의 중 한 은 만 기록되어있는 걸로 보아 이 되었다고 한 것2 " " 1議郞 名 名 李 氏 名 未發令

은 이 아니라 인 것을 한 것으로 보인다.正郞 議郞 誤記

17) 에 관한, " ", 3 , , 1988. p.50.千惠鳳 義安伯李和開國功臣錄券 硏究 書誌學硏究 第 輯 書誌學會

18) " ......."太祖實錄 太祖元年八月二十日己巳條 敎定開國功臣位次曰『 』

19) (1392) " ...."太祖實錄 元年壬申 九月甲午條 功臣都監上言『 』

20) 17 (1417) "太宗實錄 太宗 年 二月三日庚申條 始置功臣都監有司以上護軍沈寶爲使護軍尹『 』

"希夷副使宗廟令韓惠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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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호 책록연대와 공적
등 급

등1 등2 등3 등4
靖難功臣 1(1453)端宗 年 癸酉靖難

(首陽大君 世
등 인) 12祖

등
인11

등李興商
인20

佐翼功臣 1(1455)世祖 年 世祖卽位
桂陽君 增
등 인7

등鄭麟趾
인12

등權恭
인26

敵愾功臣 의 토평13(1467)世祖 年 李施愛 亂
龜城君 浚
등 인10

등金國光
인24

永順君 溥
등 인12

翊戴功臣 의(1468) ·睿宗卽位 年 康純 南怡 獄事
등柳子光

인5
密城君 琛
등 인10

등鄭麟趾
인23

佐理功臣 2(1471)成宗 年 成宗卽位
등申叔舟

인9
月山大君
등 인12煢

등成奉祖
인18

金守溫
등 인36

靖國功臣 1(1506)中宗 年 中宗反正
등朴元宗

인8
雲水君

등孝誠
인13

등高守謙
인31

등卞儁
인53

定難功臣 의2(1507)中宗 年 李顆 獄事
등盧永孫

인5
등閔孝曾

인5
등薛孟孫

인12
衛社功臣 (1545)明宗卽位 年 明宗卽位

등
인4

등洪彦弼
인8

등李彦迪
인17

平難功臣
22(1589)宣祖 年 鄭汝立獄事
23(1590)宣祖 年 冊錄

등朴忠侃
인3

등閔仁伯
인12

등李憲國
인7

光國功臣 , 23(1590)宗系辨誣 宣祖 年 冊錄
등尹根壽

인3
등洪聖民

인7
등奇大升

인9
宣武功臣 , 37(1604)壬辰倭亂 宣祖 年 冊錄

등李舜臣
인3

등申點
인5

등鄭期遠
인10

扈聖功臣
왕을25(1592) ,宣祖 年 扈從

37(1604)宣祖 年 冊錄
등李恒福

인2
信城君 珝
등 인31

등鄭琢
인86

淸難功臣
의 반란 토평29(1596) ,宣祖 年 李夢鶴

37(1604)宣祖 年 冊錄
洪可臣

등朴名賢
인2

등辛景行
인2

衛聖功臣
임진왜란 때 에 ,光海君 分朝 扈從

5(1613)光海君 年 冊錄
인12 인17 인53

翼社功臣 , 5(1613)臨海君獄事 光海君 年 冊錄 인5 인15 인28
定運功臣 , 5(1613)柳永慶獄事 光海君 年 冊錄 인2 인5 인4
亨難功臣

의 , 5(1613)金直哉 誣事 光海君 年
冊錄

인2 인12 인10
靖社功臣 1(1623)仁祖 年 仁祖反正

등金廋
인10

등李适
인15

등朴惟明
인28

振武功臣 의 토평2(1624)仁祖 年 李适 亂 등 인3張晩
등李守一

인9
등申景瑗

인16
昭武功臣

의5(1627)仁祖 年 李仁居 逆謀事件
적발

洪
등李擢男

인2
등申慶英

인3
寧社功臣

의6(1628)仁祖 年 柳孝立 謀反事件
적발

許摘
등洪瑞鳳

인5
등金得聲

인5
寧國功臣

22(1644)仁祖 年 沈器遠逆謀逆事件
적발

등
인4 申景琥

등呂爾載
인3

保社功臣
에 의6(1680)肅宗 年 庚申大黜陟 三福

逆謀 告變
등金萬基

인2 李立身
등南斗北

인3
扶社功臣

의 으로2(1722)景宗 年 睦虎龍 告變
일어난 辛壬士禍

李森 申翊夏 睦虎龍

奮武功臣 의 토벌4(1728)英祖 年 李麟佐 亂 吳命恒
등朴纘新

인7
등李遂良

인7
주 의 는 뒤에 이 삭제 되었음) , , ,衛聖 翼社 定運 亨難 功臣號 勳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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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공신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오던 은 부터16(1434)功臣都監 世宗 年

라 개칭하고忠勳司 21) 다시 에는 로 승격시켜 공신에 관한, 2(1454)端宗 年 忠勳府

일체의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22) 이후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功

을 설치하고 여기서 와 함께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臣都鑑 議政府 三司 封君

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1·2·3 .
은 조선시대 의 별칭으로 임진왜란이후에는 으로 개錄勳都監 功臣都監 錄勳都監

칭하였다 에 보면 처음으로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 "宣祖實錄 錄勳都監 宣

께서 로 에 에 관한 사항을 하였다祖 備忘記 錄勳都監 扈從功臣 傳敎 23) 따라서 최.
소한 이 무렵부터는 과 을 함께 사용하였다 기간에.錄勳都監 功臣都監 宣祖 在位

는 이라는 말이 보다 더 빈번히 사용하였음을 실록을 통해서" "功臣都監 錄勳都監

확인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이라, 光海君朝 錄勳都監

사용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라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때는. 功臣都監 光海君

으로 에서 아뢰기를 이 무려 다섯 가지나 설치되고 에서4(1642)年 兵曹 都監 各 司

하는 곳이 십 여 곳이나 되는데 지금 또 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營造 功臣都監 24)
고 하였다 이후로는 이라는 말이 실록에는 보이지 않고. " " " "功臣都監 錄勳都監

만 나온다.
한편 된 에는 에 된 에5(1613) "賜給 錄券 光海君 年 錄勳 衛聖原從功臣錄券 衛『 』

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대신 을 공식문서에" " " " "聖錄勳都監 功臣都監 錄勳都監

사용하였으며25) 이후 된 모든 은 에서 발급되었다 규장각에, .錄勳 錄券 錄勳都監

수장된 의 기록을 살펴보면( 44.7x34.4cm) , 22(1644)錄勳都監儀軌 筆寫本 仁祖『 』

부터 까지 등의 모반을 고발한 등을 하고3 5 · ,年 月 月 沈器遠 黃 李元老 錄勳 仁瀗
등의 모반을 한 을 한 것24(1646) 3 , ,祖 年 月 湖西賊 柳濯 權大用 上變 李碩龍 合錄

이다 이 는 이라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가 확인. 儀軌 寧國功臣 冊錄

한 결과 현존하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錄勳都監儀軌

21) " "世宗實錄 世宗十六年九月乙亥條 吏曹啓改功臣都監稱忠勳司『 』

22) (1454) " ...... ...... ......"端宗實錄 端宗二年 一月丁卯條 議政府 忠勳司 陞號爲忠勳府『 』

23) 34 (1601)5 13 ( ) " ....宣祖實錄 宣祖 年 月 日 庚戌 條 備忘記傳曰觀前日扈從功號忠勤貞亮 下錄『 』

"勳都監

24) 4 (1612)7 14 ( ) " ......光海君日記 光海君 年 月 日 丙午 條 兵曹啓曰都監之設多至五所 今又功臣『 』

......"都監將爲設立

25) 일산/ , ( 2513-27).衛聖原從功臣錄券 衛聖錄勳都監 編 國立中央圖書館所藏 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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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 奮武功臣 錄勳

3.1. 背景
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의 이었으나 이에 앞서,奮武功臣 冊錄 李麟佐 亂 黨爭

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사회에서 당쟁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때 부터로 보고 있다 이.燕山君 黨

의 대표적 주체는 의 으로 크게 구분된다 비록 의 논제는· · · .爭 老 少 南 北 四色 政爭

달랐고 대립된 는 달랐으나 쫓아내고 쫓겨나고 다시 복수를 하고 다시 쫓겨나派

는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에서 이. (1721)景宗元 年

듬해인 사이에 일어난 도 이런 후유증으로 발생된 것이2(1722)景宗 年 辛壬士禍

다.
이 신임사화는 소론의 강경파 가 노론을 역모라는 죄명으로 한竣少 逐出 士禍

이다 곧 에 있어서의 대립은 표면상으로 소론은 경종을 보호한. 肅宗 末 景宗 朝

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노론은 을 추대한다는 의리로서 맞섰던 것이, ( )延 君 英祖礽
다.
이 같은 간의 대립은 경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그것은.老少 景宗元

에 측에서 경종의 를 이유로 를 요청함에 이(1721) 8年 月 老論大臣 多病無子 建儲

르자 경종은 소론의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을 로 하였으尙早論 延 君 世弟 定策礽
며26) 노론측은 다시 그 개월 후인 의 로 의, 2 10 ( )月 執義 趙聖復 疏 王世弟 英祖 代

을 요구하고 나섰다理聽政 27) 그러나 소론측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는 않았.
으나 이후 소론이 노론을 역모로 몰고 가는 구실이 되었다.

소론인 등 인의 에서12 7景宗元年 月 司直 金一鏡 疏 28) 을 요구한世弟聽政 趙

과 그것을 하고자 한 을 들어 왕권교체를 한 역모라고聖復 奉行 老論四大臣 企圖

공격함으로써 등은 되고 그 밖의, , ,金昌集 李健命 趙泰采 李健命 圍籬安置 老論

은 속속 되어 등으로 죄를 다스렸다 한편, , , .諸臣 糾彈 削職 門外黜送 流配 鞠問

은 에 에 에 이 임명되는 등 소론정권이, ,政局 領相 趙泰耉 左相 崔奎瑞 右相 崔錫恒

들어섰다.
다음해인 에는 등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2(1722) 3景宗 年 月 金一鏡 睦虎龍 告變

사건이 있었다 즉 노론 측이 을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며 그 음. 景宗 弑害

모는 라 하여 세 가지 방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 있자 노.三急手 告變

26) 에 있어서의, " ", 8 , 1972, p.117.吳甲均 景宗朝 老少對立 淸州敎大論文集 第 輯『 』

27) , , p.120.吳甲均 前揭書

28) 에 하여, " ", , 9 , 1973, pp.185 190.吳甲均 辛壬士禍 對 淸州敎大論文集 第 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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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과격한 숙청이 단행되었다.29) 이때에 참변을 당한 자는 으로告變 指

된 명을 비롯하여 관련자 여명이 되거나 되고 은 되13 60 ,目 正刑 杖斃 四大臣 賜死

었다 그리고 또는 된 자가 여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70流配 連坐 辛壬士

이다.禍

그러나 은 재위 년 만에 죽고 인4景宗 世弟 이 영조가 되어 왕위를 계승

하자 가 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를 문책하게 됨으로辛壬士禍 誣告 獄事

써 의 왕권계승에 공로가 있는 노론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때에 노론이.英祖

다시 되자 를 일으킨 소론측에 보복하려 했기 때문에 년에3起用 辛壬士禍 英祖

노론인 영부사 민진원 우의정 정호 이하 여러 노론을 파면시키고 소론인 이광,
좌 조태억을 기용하여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참여시키는, 丁未

을 단행하였다.換局

이 같은 당쟁의 배경에서 영조의 즉위 초부터 한 일부 ( , ,失勢 黨人 少論 南人

들은 또 다른 를 하였다)在野 失志怨國者 王權交替 劃策 30) 즉 그들의 명분은 경.
종의 로서 에서 들여온( )死因問題 東宮 世弟 延 君礽 을 먹은 지 일만에 죽었5
다는 의혹을 유포시켜 경종을 위하여 복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경종에,
대한 흠모의 정을 유발시켜 당인들의 결속을 촉진시켰다 또한 영조는 숙종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영조를 내쫓고 의 을 추대하자는데( )密豊君 昭顯世子 三世孫

당인들의 명분을 삼았다 이 같은 은 등에 의하여 전파되어. ,流言 朴弼顯 李有翼

등 의 와 하여 모의가 확산되, , ,李麟佐 韓世弘 權瑞麟 鄭希亮 三南地方 土豪 交結

어 갔다 이것이 의 배경이었다 그에 따라 각지방에서는. . ,李麟佐亂 凶書 掛書事

이 일어나고 반군의 이 노출되어 민심이 동요되자 의, ,件 聚兵事實 奉朝賀 崔奎瑞

고변을 비롯하여 의 의 에 대한 고,水原府使 宋眞明 書報 陽城人 金重萬 叛軍動態

변이 있었다.

의 과3.2. 李麟佐 亂 發端 鎭壓

의 은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4(1728) 3李麟佐 亂 英祖 年 月

연합하여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으로 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李麟佐

에 의 이라고 하며 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라고도 한다, .李麟佐 亂 戊申年 戊申亂

는 출생년도가 정확치 않고 본관은 청주 송면 출신으로 관찰사, ,李麟佐 廣州

의 손자이며 의 이다 당색이 과격한 이었던 그는 의 즉위로, .雲徵 尹 孫壻 少論 英祖

소론이 정계에서 배제되자 등 소론과격, , , ,鄭希亮 李有翼 沈維賢 朴弼顯 韓世弘

29) , , pp.192 197吳甲均 上揭書 ∼

30) 에 관한, " ", 21 , 1977, pp. 67 71.吳甲均 英祖朝 戊申亂 考察 歷史敎育 第 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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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물러난 남인들과 공모하여 의(密豊君 坦 昭顯世子

증손 을 추대하고 무력으로 정권쟁탈을 꾀한 이였다) .亂

의 은 경기와 에서 산발적으로 하여 일제히 를 들기李麟佐 亂 三南地方 聚兵 叛旗

로 하였다 그러나 가 을 함락함으로 발단. 4(1728) 3 15英祖 年 月 日 李麟佐 淸州城

이 되었다 등이 한 여명과 청주의 의 반군 여. 300 200陽城人 權瑞鳳 聚兵 李麟佐

명이 합세하여 에 무기를 싣고 청주성에 진입하여 ,喪輿 忠淸兵使 李鳳祥 軍官

을 살해하고 을 두어 을 라 하고, )洪霖 營將 南延年 官職 權瑞鳳 淸州牧使 申天永

을 로 삼았으며 는 라 하였다.兵使 李麟佐 大元帥

또한 반군은 각지에 을 하여 를 모집하고 의 을 풀어 반,檄文 發 兵馬 營府 財穀

군가담자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의 를 설치하고 조석으로 하면. 景宗 位牌 哭拜

서 경종을 위한 라는 명분을 세우고 을 하려는 임을 명백히,義擧 密豊君 推戴 反正

하였다.31)
반군의 목적이 에 있는 이상 을 장악하고 만족할 수는 없었다 반.反正 淸州城

군 중 은 청주에 머무르고 등 은 청주의 을 주축,申天永 李麟佐 權瑞鳳 叛軍 官軍

으로 한 와 를 거두어 북상하여 을 함락하고 에, ,五六哨 糧械 淸安 木川 鎭川 鎭川

서 하여 과 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의 반군은.分兵 安城 竹山 李麟佐 都巡撫使 吳命

이 이끄는 에 의하여 에서 패하고 에서 격파되었다 그리고.恒 官軍 安城 竹山 淸州

을 장악하고 있던 일당을 토벌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을城 僞兵使 申天永 兪崇

로 파견하였고 의 등, , , ,忠淸道 召募使 本邑 倡義使 朴敏雄 朴敏俊 吳德明 李鵬海

이 을 이끌고 을 탈환하고 에서 그 잔당을 완전히 하였다.倡倅 淸州城 上黨城 掃蕩

또한 경기지방에서 산발적으로 한 바 있으나 의 로 가聚兵 擧事 事前漏泄 告變者

하였고 의 진입으로 가 체포 및 도피함으로써 의 반군이續出 官軍 同謀者 李麟佐

까지 진출하였음에도 호응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반군, .安城 竹山

의 는 의 에 도피하였다가 등에 됨으로써魁首 李麟佐 竹山 山寺 村民 申吉萬 捕納

청주성을 함락한지 여 일 후인 에 그 주력이 완전히 토멸되었다10 3 24 .月 日 32)
는 서울로 압송되어 그 해 친국에서 역모의 전모를 공술하고, 3 26李麟佐 月 日

다음날 대역죄로 앞에서 능지처참되었다.軍器寺

31) 중에서3, ,大事編年 英祖朝 麟佐希亮擧兵反條丹巖記事 賊入淸州設景宗大王位牌 朝夕哭『 』

拜軍皆縞索稱以爲 景宗擧義報讐 移檄列邑使之領兵來赴 而不知京城事幾之蹉跌 檄書有曰昭

.顯世孫 密豊君 令已撥亂反正云云

32) p.93.大事編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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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 호응하여 영남지방에서 반기를 든 자는 의 동생( )李麟佐 亂 李熊輔 李麟佐

와 이었다 은 일찍이 등과 하기로. , ,鄭希亮 鄭希亮 李麟佐 朴弼顯 韓世弘 擧兵 謀

하고 에서 인 으로 가서( ) ( )議 順興 現 榮豊郡 順興面 舊居地 安陰 現 咸陽郡 安義面

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즉 을 매입하여 난을 일으킬 때 와 으.擧兵 綵緞 旗幟 軍服

로 이용하고 등 여명을 취합하여 와 함께, , 120 3族黨 家丁 洞內心服者 李熊輔 月

의 에서 하여 을 얻고 을 로 까지 함20日 安陰 古縣倉 發兵 軍糧 安陰縣監 投書 居昌

락하여 와 를 장악하고 의 창고를 열어 로 받은 쌀 를,兵馬 軍器 兩邑 貢稅 布 軍民

에 하므로써 등은 반군에 되었으며 그 가 주변의, , ,散給 吏屬 民丁 軍卒 隸屬 氣勢

각 읍에 알려지자 반군에 가담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합천의, ,大姓 曺聖佐 愼萬

등은 현감을 축출하고 반군에 하였다 이 반군 의 수. , ,恒 來附 安陰 居昌 陜川 叛軍

중에 들어가자 은 적의 동태를 하여 을 조사하고 을慶尙監司 黃璿 探知 實狀 檄文

내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을 으로 삼고 을 으로 하여 반군星州牧使 李普赫 右防將 草溪郡守 鄭賜賓 左防將

을 토벌하였고 등 각 지역에서는, , , , , , ,安東 尙州 順興 榮州 義城 永川 奉化 呼召

의 파견으로 가 나타나 의병조직으로 반군에 대비하였, ,使 召募使 安撫使 倡義使

다 이 같은 반군의 토벌책에 밀린 의 반군은 거창에서 함양에 이르러 전. 鄭希亮

라도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가 을 수비함으로 다시 거창에雲峰營將 孫命大 九良嶺

서 개 병력으로 나누어 은 에서 로 향하려하고 은2 李熊輔軍 牛旨嶺 知禮 鄭希亮軍

에서 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합천 거창에서 관군에 의,省草驛 茂朱

하여 토멸되고 등 명은 처단되어 그 은 조정에 되었, 21李熊輔 鄭希亮 首級 函送

다.
사건의 발원지인 전라도지방의 반군은 이 이었丁未掛書 泰仁縣監 朴弼顯 主謀

다.33) 은 로서 담양부사였던 과 의 발설자로 지목되었고朴弼顯 主謀 沈維賢 凶言

영남의 와도 연결이 되었으며 당시 에 유배 중인 과도失志者 茂長 從兄 朴弼夢 擧

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은 이 함락된 후 이란 명목. 3 19兵 朴弼顯 淸州城 月 日 勤王

으로 를 전비하고 의 를 기대하는 한편 을 보내兵馬 朴弼夢 來附 使令 全羅監司 鄭

와의 내통에 실패하자 과思孝 家屬 을 이끌고 도피하여 의 에尙州 村裏 隱匿

하였다가 체포되어 되었고 은 을 인솔하고 을 떠나 태, 23斬刑 朴弼夢 壯士 名 茂長

인으로 왔으나 이 잠적한 이후 도피하여 에 은신하였으나 되朴弼顯 竹島 懸賞購捕

어 죽음으로써 전라도지방은 제대로 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起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남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반란은 중앙과 지

33) 에 관한, " ". , pp. 88 90.吳甲均 英祖朝 戊申亂 考察 前揭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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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관군에 의하여 토벌되었고 또한 각 지방에서 일어난 창의사의 활동에 의하,
여 진압되었다.

3.3. 功臣錄勳
은 에 일어난 의 을 평정한 후 에4(1728) 3 4奮武功臣 英祖 年 月 李麟佐 亂 月 錄勳

하였는데 이 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이다 에 보면 다음.勳號 英祖實錄『 』

과 같은 기록이 있다.34)

"定勳號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以吳命恒爲一等朴纘新朴文秀李森趙文命朴弼

健金重萬 李萬彬爲二等李遂良李益馝金浹趙顯命李普赫權喜學朴東亨爲三等命恒

."爲錄勳都監堂上

위 기록에 의하면 의 공식 명칭은 으로 정하였勳號 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

음을 알 수 있으며 축약하여 이라 지칭한다 그리고 에는.奮武功臣 奮武一等功臣

실제로 의 진압을 총지휘한 병조판서 으로,亂 吳命恒 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

이라 하였다 에는 직접 일선에서 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奮武二等功臣 朴纘

등 인으로, , , , , , 7新 朴文秀 李森 趙文命 朴弼健 金重萬 李萬彬 輸忠竭誠效力奮武

이라 하였고 에는 역시 에 종사한, , , ,功臣 奮武三等功臣 討逆 李遂良 李益馝 金浹

등 인으로 이라 하였다 따라서, , , 7 .趙顯命 李普赫 權喜學 朴東亨 輸忠竭誠奮武功臣

총 이 분무공신 등으로 되었다15 1, 2, 3 .名 錄勳

의4. 奮武原從功臣錄券 書誌的 特徵『 』

4.1. 編輯體制
조선 초 중에는 한 것도 있으나( 437開國原從功臣錄券 筆書 寶物 號 金懷鍊『 』

에게 내린 은 목활자로 인출하고, 1396),功臣錄券 沈之伯 開國原從功臣錄券『 』

이름을 기입한 것이다 그 이후 조선시대의 은( 69 ).國寶 號 原從功臣錄券 金屬活字

나 로 인쇄하고 의 형태로 한 것이 상례였다 은 대개.木活字 線裝 頒給 原從功臣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인출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되어 된 의 편집체제는 모두 일정한 형식으로 되어冊錄 賜給 錄券

34) 17, 4 4 (26 ) .英祖實錄 卷 英祖 年 月 丙午 日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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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장 첫 항에 해당 이 기록되고 두 번째 항에 을 하사. ,錄券 錄券名 錄券

받은 를 세 번째 항에 의 를 받드는 자를 명시하고 다,受券者 年號 月 日 王 傳旨

음 항부터는 를 그 뒤로는 을 등급별로 나누어 등급부터 수록하, 1傳旨 原從功臣

여 등급 혹은 등급까지 과 를 성명과 함께 기록하고 에는3 , 4 ,職銜 單子 錄券 末 王

의 를 받들어 등급에 따라 부모 및 자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한다.傳旨 明示

그리고 끝에는 공신 혹은 에 관여한 명단이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錄勳都監

이와 같이 도 같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은.奮武原從功臣錄券 錄券 英『 』

에 일어난 의 을 평정한 뒤 에 등4(1728) 3 4祖 年 月 李麟佐 亂 月 奮武功臣 吳命恒

인의 을 하고 을 설치하여 에 분무공신의 정공신15 , 7正功臣 錄勳 奮武錄勳都監 月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자를 한 것이 이며 으로 각,錄勳 奮武原從功臣 錄券 受券者

에게 발급한 것이 이며 은 무려 여명에, 9,000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原從功臣『 』

이른다.

4.2. 內容分析
에 등 인으로 구성된 을5堂上官 海恩府院君 右議政 吳命恒 奮武錄勳都監 英祖

설치하여 에게 내린4(1728) 7 15年 月 日 五衛將 李眞卿 奮武原從功臣錄券『 』35)
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에 이라 하여 역적들을" "奮武討逆頒敎文

토벌하고 교문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頒賜

특히 은 다른 에 없는 내용체제(奮武原從功臣錄券 錄券 奮武原從功臣錄『 』 『

이외에는 난의 발생 경과 토벌 처벌과정 등과 같은 내용을 의 서두, , ,券 錄券』

에 기술하지 않음 로써 이 에 나오는데 대제학 이) ,奮武討逆頒敎文 書頭 尹淳 製進

한 것으로 의 에 관한 과 을 내린 내용을· · ·亂 發生 經過 討伐 處罰過程 槪略 大赦令

담고 있다.
에게 을 내린다는 이 나오고 으로 봉,五衛將 李眞卿 錄券 職銜姓名 奮武原從功臣

하는 를 동부승지 가 받든 것으로 되어 있다4(1728) 7 15 .傳旨 英祖 年 月 日 洪景輔

이어서 등 명 등 명 등1 1,047 , 2 2,541 , 3奮武原從功臣 奮武原從功臣 奮武原從功臣

명을 등으로 구분하여 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에5,073 1, 2, 3 .奮武原從功臣 末尾

는 같은 날인 좌승지 이 받든 전지가 수록되었는데7 15月 日 李仁復 奮武原從功

의 등급에 따른 와 부모 및 자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죄인,臣 加資

의 과의 관련자 등에 대한 과 그 제한을 명시· ,職牒還收人 妾子 公私賤 逆黨 赦免

하였다.
끝에는 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에. · "奮武錄勳都監 堂上 吳命恒 趙文命 堂上輸

35) 청구기호 일산 2513-31奮武原從功臣錄券 國立中央圖書館藏 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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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海

" "恩府院君臣吳命恒 堂上輸忠竭誠決幾奮武功臣正憲大夫兵曹判書兼知經筵事 陵　

에" "君臣趙文命 郎廳 成德潤 郎廳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敎知製 敎兼 經筵侍講官

에", " ",春秋館編修官臣成德潤 監校郎廳 沈 監校郎廳通訓大夫行 社稷署令臣沈湙 湙
에 의 이름이 있다" " .監造官 黃星河 監造官奉正大夫行漢城府參軍臣黃星河

특히 에서 주목되는 점은 · · ·奮武原從功臣錄券 高位官職者 下位官職者 士人 良『 』

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한· ,人 公私賤 錄勳

신분변동과 가자 및 사면의 한계를 밝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書誌的 特徵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공신 가운데 서명이錄券 奮武原從

과 으로 편목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총 종이26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었는데 이 중에서 으로 서명이 채기 된 것은 종이었으며8 ,奮武原從功臣錄券 揚

으로 서명이 채기 된 것은 종이었다18 .武原從功臣錄券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에 수장된 을 소장처 별로 자세, ,藏書閣 奎章閣 錄券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장된 공신 으로서 서명이 과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

으로 채기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從功臣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편자를 이라 했고 은 을 형, , 4(1728) ,奮武錄勳都監 版種 戊申字本 刊寫年 英祖 年

태사항은 88 : 24.4x16.8cm, , 10 18 , 2張 四周雙邊 半郭 有界 行 字 註雙行 內向 葉花

이라 했고 주기사항에는; 32.4x21.2cm, , : , :紋魚尾 印文 施命之寶 受券者 閑良 朴

라 편목 되어 있다.尙熙 36) 이외에 두 종이 더 있는데 수권자만 다르다 수권자가.
인五衛將 李眞卿 錄券37)이 있고 또 하나는 수권자가 인 이다, .學生 金聲秋 錄券 38)

수권자가 인 은 가 을 으로 고친 것으로" " " "學生 金聲秋 錄券 卷首題 奮 揚 版心題

만 제외하고 나머지 을 비롯하여 총 여덟 군데 를 모두 으( 4 9) " "卷首面 書影 揚∼

로 고친 것이다.

36) 청구기호 가57- 114-2奮武原從功臣錄券 古朝『 』

37) 청구기호 일산 2513-31奮武原從功臣錄券 古『 』

38) 청구기호 2513-368奮武原從功臣錄券 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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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武原從功臣錄券◎

편자를 판종은 간사년은 으로 정리되어, 4(1728)揚武錄勳都監 戊申字本 英祖 年

있고 형태사항으로는 84 : 24.9x16.7cm, , 10 18 , 2張 四周雙邊 半郭 有界 行 字 上下

주기사항에 를; 32.5x21.3cm,葉花紋魚尾 受券者 閑良 金麗海39)라 했다 이 외에.
두 종이 더 있는데 이와 같은 으로 단지 만 다른, 戊申字本 錄券 受券者 文○○○

으로 되어 있다 이 은 에 이 되었고 특히 의 신분을. 3 ,時萬 錄券 末尾 張 落張 文時萬

알 수 있는 곳이 누군가에 의해 손상되었다 앞의 두 종의 은 가 있. " "錄券 奮 字

는 곳의 글자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를 붙쳤다 이렇게 수정을 가한 곳이" " .揚 字

총 여덟 군데나 된다 그리고 에서 해온 이( 4 9).書影 日本靜嘉堂 影印 筆寫影印本∼

있는데 만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 91 : 16.3 x 11.2形態事項 張 四周單邊 半郭

주기사항에cm, , 10 18 , , 25.1x17.8cm,有界 行 字 註雙行 上黑魚尾 受券者 閑良 吳

興瑞40)라 되어 있는 으로 축소 복사된 것이다.錄券

다음은 의 에 수장된 것을 살펴보면,韓國精神文化硏究院 藏書閣

奮武原從功臣錄券◎

편목된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의 판종으로 간사년은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版

이라 했다 형태사항에는4(1728) . 1 (88 ) : ,英祖 年 線裝 冊 張 四周雙邊 半匡

라 비교적24.9x16.9cm, , 10 18 , ; 32.3x21.5cm有界 半葉 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주기사항에는 라는 를 앞세워, ( ,記 表出語 雍正六年 戊申

라 되어 있다1728) (1692 1745) , : .七月十五日同副承旨臣洪景輔 敬奉 紙質 楮紙∼ 41)

39) 청구기호 일산 2513-26揚武原從功臣錄券 古『 』

40) 청구기호 2513-371揚武原從功臣錄券 古『 』

41) 청구기호 K2-624奮武原從功臣錄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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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武原從功臣錄券◎

편자를 판종은 이라 되어 있고 간사년은, ,揚武錄勳都監 戊申字多混補字版 英祖

이라 되어 있다 형태사항에는4(1728) . 1 (88 ) : ,年 線裝 冊 張 四周雙邊 半匡

주기사항에24.7x17cm, , 10 18 , ; 31.7x20.8cm,有界 半葉 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는 서제 라 편목되어 있다: : ,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紙質 楮紙 42)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주기사항에 가 이라 명,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기해 줌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같은.
이라 명기하지 않아도 과 이 같은" " " "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錄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券

또 다른 한 책은 편자를 이라하고 판종은( ) (吳命恒 朝鮮 等奉命編 銅活字本 甲寅

라 했다 형태사항으로는) . 1 ; , 24.7x17cm, 10 18 ,字 不分卷 冊 四周雙邊 半匡 行 字

라 했으며 주기사항에는 서제; 32.6x21.2cm , : :上下二葉花紋魚尾 表紙書名 揚

서제 이라 편목되어 있다, : : .武討逆功臣錄 版心書名 奮武原從功臣錄券 43) 藏書
수장목록도 이와 같이 종 모두 약간씩 다르게 목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3閣

있다 첫째는 편자를 은 이라 달리한 경우이고 둘째는 판종을 종. B9E1 , 3霞 吳命恒

모두 달리 기록하고 있다 결국 계열의 을 약간씩 달리. 銅活字 甲寅字 戊申字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는 으로 서명이 채기 된 경우는 주. 揚武原從功臣錄券

기에 가 이라 표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형태.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사항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표현만 약간 달리하거나 축약해서 편목,
했을 뿐이다.

다음은 에 수장된 을 살펴보면,奎章閣 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서명이 으로서 편자를 이라하고 판사항을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戊申

간행년은 이라 했다 형태사항을 보면, 4(1728) . 1 (88 ), ,字 英祖 年 冊 張 四周雙邊 半

이다: 24.4x16.8cm, 10 18 , : :;32.4x21.2cm .葉匡郭 行 字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그리고 주기사항에는 : ··· . : [卷首 奮武討逆頒敎文 尹淳製進 卷末 奮武錄勳都監 諸

에는 이라는 표출어를 앞세워]. : , ,臣銜名 印記 印 印 施命之寶 豊基世家 趙氏宗藏

이라 수록되어 있다44) 한편 이 에 대한 해제가 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錄券

42) 청구기호 K2-628揚武原從功臣錄券『 』

43) 청구기호 B9E1揚武原從功臣錄券 霞『 』

44) 청구기호 1745.奮武原從功臣錄券 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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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에게 내린 이라 하였다.進士 趙載健 錄券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의 이라 서명된 이 있다奮武原從功臣錄券 錄券 45) 이. 錄

은 단지 형태 사항에서 을 크기를 라 하여 약24.7x17.1cm, 33x21cm券 半葉匡郭

간의 차이를 기술하였고 주기에 이라는 표출어를 앞세워 , ,印 驪興閔應洙印 聲甫

라고 하는 것만 다르고 이 또한 해제가 있는데 (1684施命之寶 司果 閔應洙 ∼

에게 하사한 것이라 되어있다1750) .

揚武原從功臣錄券◎

서명이 으로 되어있고 편자 또한 이라 하였으며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판종은 이며 은 이라 했다 형태사항에, , 4(1728) .戊申字 刊地 刊者未詳 刊年 英祖 年

는 1 (88 ), , : 24.7x16.9cm, 10 18 , :冊 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行 字 版心 上下內向花紋魚

주기에는:;32.5x21.5cm : (1728) ... . :尾 卷首 雍正六年 七月十五日 洪景輔 印 施命之寶

라 하였으며 해제가 있는데 에게 수여한 것이라 했다禁衛軍 盧貴卜 46) 이 목록.
또한 과 같은 책이라 알려 준 정보가 없다 따라서 이용자는.奮武原從功臣錄券

비교해 보지 않는 이상 다른 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규모가 큰 세 기관을 살펴보았으나 각기 다른 목록 형식을 갖추고 있

을 뿐 만 아니라 동일 기관에서도 서로 달리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에게 산재되어 있는 을 보면奮武原從功臣錄券

가 로 고쳐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지 기술적으로 고치기 힘든" " " "奮 字 揚 字

만의 자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에서 고친 부분을" " .版心題 奮 錄券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의 인" "( 4), "奮武討逆 書影 卷首題面 錄券名 奮武原從

본문 내용속의"( 5), " "( 6), "功臣錄券 書影 等乙良奮武原從功臣一等 書影 等乙良奮

마지막 부분의"( 7), " "( 8),武原從功臣二等 書影 等乙良奮武原從功臣三等 書影 卷末

과 및 의 등의" " "... ..."( 9) " "奮武錄勳都監 吳命恒 趙文命 奮武功臣 書影 功臣號 奮

가 나오는 아홉 군데 중 여덟 군데는 모두 의 글자를 로 만들어 종" "字 揚 木活字

이에 찍은 다음 자를 도려내고 그곳에 오려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奮

국내 각 기관 및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중 과錄券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

으로 편목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2 , 3 .功臣錄券 表 表〈 〉 〈 〉

45) 청구기호 4250-44.奮武原從功臣錄券 古『 』

46) 청구기호 4252-19.揚武原從功臣錄券 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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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된2表 奮武原從功臣錄券 目錄〈 〉

/書名 編著者
및版種

刊寫事項
形態事項 所藏處 備考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4.4x16.8cm,張 四周雙邊 半郭
10 18 ,行 字 註雙行

2 ; 32.4x21.2cm.內向 葉花紋魚尾
: . :印文 施命之寶 受券者 學生

金聲秋

國立
2513-古
368

실물은
을" "奮
으로" "揚

고침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
:受券者 禁府都事 鄭東羽
:受券者 閑良 朴尙熙

國立
57-古朝

가114-1
,2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
:受券者 五衛將 李眞卿

國立
일산 2古
513-31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4 : , 24.6x17cm,張 四周雙邊 半匡
, 10 18 ,有界 半葉 行 字

; 32.2x21.3cm,內向二葉花紋魚尾
, :線裝 紙質 楮紙

海軍士
(官學校

文化財
)管理局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4 : , 25x17.5cm,張 四周雙邊 半匡
, 10 18 ,有界 行 字 上下花紋魚尾

延世大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朝鮮

) 編

.-[戊申字 刊
]地未詳

:[ ];刊者未詳
4 (172英祖 年

8)

1 (88 ): ,冊 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4.4x16.8 cm, 10 18 ,行 字注雙行

: :;32.4x21.2版心 上下花紋魚尾
cm.. :卷首

... . :奮武討逆頒敎文 尹淳製進 卷末
[ ], :奮武錄勳都監 諸臣銜名 印

, , .施命之寶 豊基世家 趙氏宗藏
:受券者 進士 趙載健

奎章閣
1745奎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朝鮮

) 編

.-[戊申字 刊
]地未詳

:[ ];刊者未詳
4 (172英祖 年

8)

(88 ): , 1冊 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4.7x17.1 cm, 10 18 , :行 字 版心

:;33x21 cm.. :上下內向花紋魚尾 印
, , .驪興閔應洙印 聲甫 施命之寶

: (1684~1750)受券者 司果 閔應洙

奎章閣
4250-古
44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版
4(1728)英祖

1 (88 ): ,線裝 冊 張 四周雙邊 半匡
24.9x16.9cm, , 10 18 ,有界 半葉 行 字

; 32.3x21.5cm.內向二葉花紋魚尾
: ( ,1728)記 雍正六年 戊申 七月十五日

(1692-1745) ,同副承旨臣洪景輔 敬奉
:紙質 楮紙

藏書閣
K2-624

/奮武原從功臣錄券
奮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4.4x16.8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行 字 註雙行

2 ; 32.4x21.2cm內向 葉花紋魚尾

淑明女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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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목 중에는 가 로 고쳐진 이 있지만 원래대로 서명을" " " "奮 字 揚 字 錄券

으로 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도 있다.奮武原從功臣錄券 採記

으로 정리된3表 揚武原從功臣錄券 目錄〈 〉

/書名 編著者
및版種

刊寫事項
形態事項 所藏處 備考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4 : ,張 四周雙邊 半匡
24.9x16.7cm, 10 18 ,行 字

2 ; 32.5x21.3cm.上下 葉花紋魚尾
:受券者 閑良 金麗海

國立
일산 251古
3-26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筆寫影印本
- [ ]未詳

91 : ,張 四周單邊 半郭
16.3x11.2cm, , ,上黑魚尾註雙行

, 10 18 ; 25.1x17.8cm.有界 行 字
:受券者 閑良 吳興瑞

國立
2513-3古
71(日本靜

)嘉堂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1 : 24.9x16.9cm;張 半郭
32.0x21.2cm. :受券者

文時萬○○○

國立
51-古朝

나2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張 四周雙邊 半郭
24.9x16.7cm. , 10 18 .有界 行 字

. 32.1x21.9cm.內向二葉花紋魚尾
. :線裝 紙質 楮紙

(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全南大 文
化財管理
局發刊目
)錄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33cm, 10 18 :張 行 字
, ,上下內向花紋魚尾 有界

; 24.8x16.9cm. :四周雙邊 印文
. ( :施命之寶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延世大
920.051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1 (84 ); 32x21.4cm. - .冊 張 東裝
, 24.7x16.7cm.四周雙邊 半郭

. 10 18 .有界 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啓明大
고951.091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1 (84 ): ,冊 張 四周雙邊 半匡
24.5x16.7cm, .有界 半葉
10 18 . .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32.5x21.1cm. . :線裝 刊記

(1728) .雍正六年 七月十五日
: . : .印記 施命之寶 材質 楮紙

(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迎日郡
(尹仁甲 文

化財管理
局

)發刊目錄

" "奮
" "揚→

고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1 (84 ). ,不分卷 冊 張 四周雙邊
24.6x16.7cm, ,半郭 有界
10 18 . .半葉 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32.3x21.2cm. . :線裝 版心題
. :奮武原從功臣錄券 卷首

(1728)雍正六年 七月十五日同副承
(1692-1745) ...旨臣洪景輔 敬奉傳旨

: . : .印記 施命之寶 材質 楮紙
: (1678-1756)受券者 黃道熙

善山郡
(黃文成 文

化財管理
局

)出刊目錄

" "奮
" "揚→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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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編著者
및版種

刊寫事項
形態事項 所藏處 備考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1 . ,冊 四周雙邊 半郭
24.7x16.8cm. .有界

10 18 , ,半葉 行 字 註單行
. 32.6x21.0cm.內向二葉花紋魚尾

. : .線裝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 ... . :文旨 雍正 傳旨 寶印

. : . :施命之寶 紙質 楮紙 受券者
奉事 閔鎭恒

忠南大
223史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朝鮮

) 編

.-[戊申字 刊
]地未詳

:[ ];刊者未詳
4 (172英祖 年

8)

1 (88 ), , :冊 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4.7x16.9 cm, 10 18 , :行 字 版心

;32.5x21.5 cm..上下內向花紋魚尾
:卷首
(1728) ...雍正六年 七月十五日 洪景

. : . :輔 印 施命之寶 受券者 禁衛軍
盧貴卜

奎章閣
4252-古
19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多混
.-補字版

4(1728)英祖

1 (88 ): ,線裝 冊 張 四周雙邊 半匡
24.7x17cm, , 10 18 ,有界 半葉 行 字

; 31.7x20.8cm,內向二葉花紋魚尾
서제: :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紙質 楮紙

藏書閣
K2-628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 )吳命恒 朝鮮 等奉

命 編

(銅活字本 甲
).-寅字
4(1728)英祖

1 : ,不分卷 冊 四周雙邊 半匡
24.7x17cm, 10 18 ,行 字

; 32.6x21.2cm,上下二葉花紋魚尾
서제: : ,表紙書名 揚武討逆功臣錄
서제: :版心書名

. :奮武原從功臣錄券 紙質 楮紙

藏書閣
B9E1霞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高麗大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朝鮮

) 錄
戊申字多混

.-補字版 英
4(1728)祖 刊

1 88 : ,不分卷 冊 張 四周雙邊 半匡
24.7 x 17.0 cm, , 10 18 ,有界 行 字

, 32.0 x內向二葉花紋魚尾
21.3cm, , , :線裝 楮紙 備考

(1728)雍正六年 七月十五日同副承
.旨臣洪景輔敬奉

成均館
大
B09E-0
001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忠南大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韓銀
" "奮

고" "揚→
침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日阿川
" "奮

고" "揚→
침



도서관 년 여름호Vol.58 No.2(2002 ) 135

/書名 編著者
및版種

刊寫事項
形態事項 所藏處 備考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李丙燾
" "奮
" "揚→

/揚武原從功臣錄券
揚武錄勳都監 編

.-戊申字本
4(1728英祖

)

88 : , 25x17cm,張 四周雙邊 半匡
10 18 , ;行 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32.5x21.5cm :版心題

.奮武原從功臣錄券

澗松
" " "奮 →
고침"揚

위의 에서 보듯이 같은 책이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2 , 3表 表〈 〉 〈 〉

을 알 수 있다 단지 만 다를 뿐이다. .受券者

모든 이 그러하듯이 가 따로 있다 의 특징은 각 마.錄券 受券者 功臣錄券 受券者

다 따로 에 의 이름을 찍어 하였기 때문에 어느 이나 유錄券 受券者 下賜 功臣錄券

일본이라 할 수 있다

과 의 비교5.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 『 』

조선실록에 나타난 및 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면" " " " ,奮武 奮武功臣 英祖

에 를 이라고 정하다4(1728) 4 26 ( ) " .年 月 日 丙午 條 勳號 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

오명항을 등으로 삼고 박찬신 박문수 이삼 조문명 박필건 김중만 이만빈을 등1 , · · · · · · 2
으로 삼고 이수량 이익필 김협 조현명 이보혁 권희학 박동형을 등으로 삼았다, · · · · · · 3 .
그리고 오명항을 녹훈도감의 당상으로 삼았다......" 47)라는 기록을 시작으로 "奮

을 봉하여 으로 삼고 이어 에 임명하였武一等功臣 吳命恒 海恩府院君 右贊成

다......"48) 에서 아뢰기를 이번 의 을 마련할 때에" " 5忠勳府 奮武功臣 祿俸 大護軍

과 과 도 전례에 따라 더 차출하고 옮겨서 녹을 주는 것이5 5望 副護軍 望 司直 望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였다?" ."允許 49)
분무공신과 을 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原從別單 申勑 50) 에서"奮武錄勳都監

47) 에4 4 26 ( )英祖實錄 英祖 年 月 日 丙午 條 定勳號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以吳命恒爲一『 』

等朴纘新朴文秀李森趙文命朴弼健金重萬李萬彬爲二等李遂良李益馝金浹趙顯命李普赫權喜學

......朴東亨爲三等命恒爲錄勳都監堂上

48) 에4 4 29 ( )英祖實錄 英祖 年 月 日 己酉 條 封奮武一等功臣吳命恒爲海恩府院君仍拜右贊『 』

......成

49) 에4 5 15 ( )英祖實錄 英祖 年 月 日 乙丑 條 忠勳府啓言今比奮武功臣錄俸磨鍊大護軍五望副『 』

護軍五望司直五望依舊例加出推移付祿何如允之

50) 에5 3 3 ( )英祖實錄 英祖 年 月 日 丁未 條 命奮武功臣原從別單申 擧行『 』 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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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뢰기를 과 전 을 에 추가하여 하도록" 1別軍職 安就章 郡守 徐宗一 原從 等 錄勳

일체로 하여 들이겠습니다 하니 하였다." ."付標 尹許 51)의 어휘가 나타난다.
그런데 에 분무공신을 한 뒤 계속하여 라는 공신, 4(1728) 4 " "英祖 年 月 錄勳 奮武

호를 사용해오다 에 이르러 라는 어휘가 나타나게 된다40(1764) " " .英祖 年 揚武 朝

에 보면 임금이 친히 황단에 을 행40(1764) 3 20 ( ) "鮮實錄 英祖 年 月 日 辛未 條 大享

하였다 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이 한창 울리는데 갑자기 서늘한 바람. ,燎烟 雅樂

이 사람을 엄습하여 숙연한 기운이 감돌았다 또 구름과도 같고 무지개와도 같.
은 기운이 단상의 에서 일어나 조금 후에 사라졌다 예를 마치고 로 돌.黃幕 幕次

아와서 의 중에 있는 두자를 로 고치( 4 1728 ) " " " "戊申年 英祖 年 年 勳名 奮武 揚武

라고 명하였으니 의 이기 때문이다, ."毅宗 徽號 52)
이 일이 있은 뒤 를 로 고쳐 사용해 왔다 이것은 중국이 의" " " " .奮武 揚武 淸

세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간 에 대한 숭명사상이 여전히明 內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년간에도 라는 를 사용한 예. " "在 揚武 功臣號

를 보면 의 기록에 을 내려 의, 12(1788) 3 1 ( ) "正祖 年 月 日 癸亥 條 綸音 戊申年 忠臣

과 을 하라 하였다 과거 에 역적 등이 군사. ·功臣 收錄 英廟 戊申年 李麟佐 鄭希亮

를 일으켜 반란하여 김일경의 잔당인 박필현 박필몽 등과 서로 성원하기,賊臣

로 언약하고서 영남 호서로부터 곧장 경기를 침범하니 서울이 술렁였는데, 英廟

께서 등에게 명하여 토벌해 평정시키고는 이들을 으로 에吳命恒 揚武功臣 勳籍

기록하였다 상은 금년 월이 그 주년이 되는 달이므로 의 을 추모하. 3 60 英廟 功德

여 장차 공신들에게 하려 하였다 시임 판중추부사 이재협이 양무공신 보혁.推恩

의 손자이므로 상이 재협에게 명하여 무신 군공인 을 초록해 아뢰게 하였軍功人

다......53)
한편 에게 내려진 를 보면 를 로 고쳐진( 10) " " " "吳命恒 功臣敎書 書影 奮 字 揚 字

것을 히 알 수 있다.確然

또한 조선조 말기에 에 의해 쓰여진 조선조의 라 할 수 있는李建昌 黨爭史

에 보면 의 을 평정하고서 역적들이 평정되자" ' '黨議通略 李麟佐 亂 揚武功臣『 』

을 하면서 오명항을 해은부원군으로 삼고...(錄勳 賊平錄揚武勳以吳命恒爲海恩府

51) 에5 4 9 ( )英祖實錄 英祖 年 月 日 癸未 條 奮武錄勳都監啓別軍職安就章前郡守徐宗一追錄『 』

原從一等一體付標以入 允之

52) 英祖實錄 辛未 上親行大享于 皇壇燎烟始升雅樂方作忽有接風襲人有肅然之氣又有氣如『 』

雲如虹自壇上黃幕而起少須而滅禮畢還御幕次 命改戊申勳名中奮武二字爲揚武以 毅皇徽號故

也

53) 正祖實錄 三月癸亥朔 下綸音 收錄戊申忠勳 初 英廟戊申 逆賊李麟佐鄭希亮等 擧兵 與『 』

賊臣金一鏡餘黨朴弼顯朴弼夢等 締結聲援 自嶺南湖西 直犯畿內 京師戒嚴 英廟命吳命恒等

討平之 錄揚武勳 是歲三月 上以舊甲年月重回 追感 聖祖功德 將推恩於功臣 時判中樞府事

......李在 揚武功臣普赫孫也 上命在協錄戊申軍功人以啓 又詢諸大臣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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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이라 표현하고 있다......)" " " .院君 揚武功臣

이 책의 저자인 은 본관은 자는 로 조선조 의 왕자,寧齋 李建昌 完山 鳳藻 定宗

의 후손이며 이조판서를 지낸 의 손자다 은 전국.德泉君 厚生 忠貞公 是遠 李建昌

적인 농민 반란이 자주 발생할 무렵인 에 출생해서 조선이 망국을3(1852)哲宗 年

눈앞에 둔 에 세로 사망한 조선말기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 그35(1898) 46 .高宗 年

의 저서로는 권이 있다) 20 .明美堂集『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로 바뀌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 " "奮武 揚武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여 다른 책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
관에서조차도 다른 책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용자가. "奮武原從功

을 검색하여도 이 검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 " .臣錄券 揚武原從功臣錄券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목록이다 이는 분명 편목자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목자는 과 은 같. " " "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은 책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해주어야 옳다고 본다 모든. 揚武原從功

은 이후 에 나타나는 을40(1764) 3 20 " " " "臣錄券 英祖 年 月 日 奮武原從功臣錄券 奮

으로 고쳤던 것이다 그 실물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 . ( 11)揚 書影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공신이란 왕조 나 왕위계승 때 또,變遷期

는 국가유사시에 국가나 왕실에 헌신한 에게 그 의 보답으로 을 하官僚 功績 勳功

고 공신증명으로 교서나 을 준 를 이르는데 공신제도는 중국의 제도를,錄券 者

모방한 것으로 신라 때부터 녹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공신에 관한 문헌상,
의 최초의 언급은 고려의 개국공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신은 크게 나누어 과 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은,配享功臣 勳封功臣 勳封功臣

과 공신으로 나누어진다 은 보통 등급 등급인 때도 있다 으. 3 (4 )正功臣 原從 正功臣

로 나누어지는데 공이 뛰어난 사람을 이라 했다 은 이외.正功臣 原從功臣 正功臣

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인데 본래는 이라 했으나 중국 명元從功臣

나라 태조의 를 피하여 으로 하였다" " .諱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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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두 종에 달하는 공신을 정하여 하였으나 이28 錄勳

중 등 개의 은 에서 삭제되었다4 .衛聖功臣 正功臣 勳籍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호인 이 있다 은 에. 4(1728) 3奮武功臣 奮武功臣 英祖 年 月

일어난 의 을 평정하고 에 하였는데 이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4李麟佐 亂 月 錄勳

내린 이다 등은 의 진압을 총지휘한 병조판서 으로. 1 "勳號 亂 吳命恒 輸忠竭誠決

이라 했고 등은 직접 일선에서 적을 토벌한" , 2 , ,幾效力奮武功臣 朴纘新 朴文秀

등 인으로 이라 하, , , , 7李森 趙文命 朴弼健 金重萬 李萬彬 輸忠竭誠效力奮武功臣

였다 등은 역시 토역에 종사한. 3 , , , , , ,李遂良 李益馝 金浹 趙顯命 李普赫 權喜學

등 인으로 이라 하였다7 .朴東亨 輸忠竭誠奮武功臣

이 당시에는 모두에게 분무공신이라 해서 과 에 라 했" ..."正功臣 錄券 敎書 奮武

다 그러나 처음 과정에서는 분무공신이라 했던 것이 뒷날 과. 錄勳 錄勳 揚武功臣

함께 혼용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규명하였다.
분무공신 의 가 명나라 의종의 휘호이기 때문에 에" " 40(1764) "勳號 奮武 英祖 年

로 고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중국에는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숭명사" .揚武 淸

상에 근거한 사대사상이 남아있었던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과 이 동일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 『 』

한 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과 은 같은 훈호.錄券 奮武功臣 揚武功臣

임을 알아야 하겠고 과 모두 동일, 奮武原從功臣錄券 揚武原從功臣錄券 錄『 』 『 』

임을 인식하고 사서나 이용자는 열람 이용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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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NEDLIB
전자출판물 납본수집을 위한 시스템개발

Johan Steenbakkers 著1)
이숙현 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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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년초 은 전자1998 COBRA-group(Computerised Bibliographic Record Actions)
출판물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동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NEDLIB
트를 시작하였다 그룹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 도서관. COBRA EC Telematics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은. NEDLIB 'Networked European Deposit

의 약자로서 이 프로젝트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의 국립Library" 1998 1 2000 12 8
도서관 국립문서관 개관 와 관련된 개 조직 개의 과학출판사가 참여하, 1 , ICT 2 , 3
였다.

1)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국장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1sh@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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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관리NEDLIB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디지.
털자료의 보존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는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공동의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가치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도출NEDLIB ,
하기 위한 유로피안 포럼을 개최하게 하였고 국립도서관들과 국립문서관들이 디

지털자료보존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국립도서관의 주요역할은 국립도서관이 디지털자료의 납본도서관으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립도서관마다 납본도서관의 범위나.
조직면에서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 즉 자,
료를 수집하고 기술하고 보존 유지하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이들 자료를 제공하, ,
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납본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특별한.
기능을 지닌 마지막 수단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문화 유물을 보존하.
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몇 년 전부터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 대상을 전자출판물로까지 확산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Johan
에 의해 이 업무의 발전 현황이 기술되었다 년Steenbakkers . 1999 Libly Martin

에 의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많은 국가의 국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네

트워크출판물의 관리 개요가 발표되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각 도서관의 현재 상.
황이 보고되었고 몇 몇 국립도서관에서는 네트워크출판물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의 보고서에는 국립도서. "NEDLIB Local Situations"
관과 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문서관에서 정기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규NEDLIB
정 업무내용 인프라구조 그리고 세부활동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 , .

이 문서에는 전자출판물을 현실적으로 납본 받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납본도

서관과 문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과장 없이 기술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점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납본법 출판자와의 협정 조직 및 기술적 설비, ,
도입 등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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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기술 이 상호 밀접한(ICT)
관련을 갖고 서로 연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술적 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출판물을 장기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분야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도서관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은 를ICT
이용하여 솔루션을 설계하고 계속해서 이를 실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문제를 제한적으로 좁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서 복. NEDLIB
합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강조한 경향이 있었다면 이는 토론을 지나치게 광범위

하게 그리고 장기간 진행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결론의 하나는 국.
립도서관과 문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위한 납본을 실시하기보다는 현재는 업

무의 추진을 보류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다.

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종이출판물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용자들

이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 반복해서 이러한 효과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

다 납본에 대한 책임을 지닌 기관에서는 이미 인쇄자료로 된 중요한 자료에 대.
해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 장서를 구축해 놓았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
미 성공적으로 시설 절차 그리고 가능한 장기적으로 장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해 놓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자출판물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다 의 전략은 도서관과 문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대. NEDLIB "
한 즉각적인 납본업무 시작 시설확보 그리고 필요한 실무개발 을 읽어보도록, "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읽는 것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보다 나은 전략.
일 수 있다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꼭 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 ICT
다 필요할 경우에는 렌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렌트를 하기로 하였다. .
면 사서나 기록전문가는 작업과정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받,
는 작업과정을 기본적으로 관찰해야만 한다.

프로젝트는 전자출판물을 보존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NEDLIB ,
기술적 내용 그리고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 적, ,
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전자출판물을 납본 받아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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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모델 개발을 하였으며 특별한 종류의 전자출판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무와 기술을 이 모델에 적용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솔루션과 절차가 분석되었고 기능이 테스트되었다 실험결과를 참고하.
여 모델과정을 상세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의 프로젝트 결과는 실무 도입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NEDLIB
있다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 납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도 디지털자료 보존을 위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유럽지역의 국립

도서관과 국립문서관들은 의견을 일치시켰다.

관리개요1.

국립도서관과 국립문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중의 하나는 자국에서

출판된 책자형태의 기록물이나 문서를 자국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납본업무는 기관.
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업무는 본질적으로 거

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이나 국립문서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납본업무가 디지털자료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년전 라 불리는 국립도서관 그룹. 3 COBRA
에서 전자출판물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시작했

다 은 를 줄여 만든 명칭으로. NEDLIB "Networked European Deposit Library"
이 프로젝트는 에서 재원을 공급하였다EC .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이 사업에서 기대하였던 것은 비록 참가기관NEDLIB
들의 납본정책이 도서관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하더라도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

본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도서관들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해

서 내용이 포괄적이면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국립문서관에까지 폭넓게 이 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전자출판물 납본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모NEDLIB
델이나 용어를 정립하는 일이다 개방정보보존시스템의 참고모델과 표준에. ISO



152 프로젝트 전자출판물 납본수집을 위한 시스템개발NEDLIB

근거해서 납본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을 개발했다 모NEDLIB . NEDLIB
델은 전자출판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현실화시키는 실질적인 단계는 납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납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조건은 전자출판.
물을 보존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주고 이들 자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몇 가지 기술이 누락되고 특히 디지털로 보존.
하는 분야에서 기술이 누락되었다 은 이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NEDLIB
를 장려하는 첫 번째 단계를 취하였다.

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중의 하나는 납본시스템이 전자도서관 환경 내NEDLIB
에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납본시스템이 독립적.
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전자출판물의 저장과 보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 목록 검색기능은 다른 도서.
관시스템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능들이 납본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납본시스템의 과정은 디지털도서관환경에서 시스템간에 완전하게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
템의 목적은 전자출판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고 시간이 흘러도 이들 자

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정보를 최.
소단위로 하여 필요한 디코딩장치를 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다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도입 가능한 기술. NEDLIB
하나를 사용하여 첫 번째 실험을 한 바 있다.

전자출판물 납본수집의 한 방법으로2.

납본도서관은 출판물이 특수한 조건 하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를 납본 받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현재와 미래에서 이용자가 출판물에.
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출판물 대신 문서.(
라고 읽는다면 같은 정의를 문서관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본 보고서에.
제출된 프로젝트의 일반적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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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립도서관이 출판물 납본에 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납본대상은 종이에 인쇄된 출판물이나 혹은 인쇄자료로 하고 있다.
납본도서관에서는 출판된 자료들을 납본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들을 마련해 두어

야 한다 필수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납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범위의 제정 및. :
선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납본정책 출판자들이 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규정,
혹은 협정 재정 납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등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 .
인쇄자료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장기적으로 출판물

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본업무가 전자출판물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책자출판물을 수서하고 보존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필수요건들이 전자출판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조건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필수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프. ICT-
라와 자료저장과 보존을 위한 절차가 설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술적 필수요.
건들은 물론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현실화하는데 수행되어야 할 모든 분야와 더

불어 프로젝트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NEDLIB .
납본이 현실화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할 업무로는 출판사에서의 자발적인 협정체

결 법률 조직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

에서는 전자출판물을 납본 받는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더욱 중점을NEDLIB
두고 있다 납본기관에서 프로젝트의 결과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란 납본도서관별로 납.
본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했던 필수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적 조건은 무시하며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 프로젝트. NEDLIB
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만을 선택한

바 있다 업무적인 이유로 특정한 전자출판물을 그 대상으로 고려해 보았다 예. .
를 들어 납본자료를 전자적으로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에서 수집하WEB
는 방법과 오프라인 형태인 으로 인수받는 방법이 실험된 바 있다CD-ROM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의 활동을 위해 선택된 전자출판물이NEDLIB
그 도서관의 납본장서와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없을 것인지 여부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 방법이 다르고 납본절차가 다르다 하여도 원리.
는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판물이출판자의 납본에 의해 수서가 되는 것인.
지 혹은 웹상에서 수집한 자료도 납본장서에 포함을 시킬 것 인지의 여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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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국립도서관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이 가이드에서 기.
술하고 있는 기능이나 다른 예와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도서관은 전자.
출판물의 필수적인 납본 요건에 대해 상세한 정의를 내릴 의무가 있다 이 가이.
드라인에서는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위한 관련절차를 포함한 기술적인 조건들을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등급3.

규모가 크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는 등급을 주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출판물을 휴대용인지 혹은 오. ,
프라인출판물 예 인지 그리고 네트웍출판물인지 혹은 온라인출판물( :CD-ROM) ,
예 전자저널 인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출판물이 휴대용출판물( : ) .

이라 불리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의 규칙으(hand-held publication) .
로서 오프라인출판물은 박스에 담겨져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박스에 텍스트가

딸림자료로 제공되거나 혹은 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하는 책자형태CD-ROM
의 지침서가 첨부되거나 내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제공된다 때때로 은( CD-ROM
책자에 첨부된 부록으로 보급되기도 한다).
온라인출판물은 네트웍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공된다 온라인출판물은 간혹 휴.(
대용 매체에 수록되어 이를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기관에 공급된

다 공급되는 매체에 따라 전자출판물을 식별하는 것이 수서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기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식별방법이 적.
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출판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
납본도서관이 출판된 자료를 납본시스템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를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매체에 내용이 수록되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출판을 전문으로 대부분 상업용 하는 곳에서 출판한 전자출판물과 필요한 경( )
우에만 자료를 출판하는 비상업용 출판사를 구별해야 하는 것도 실무(occasional)
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상업용 출판사와 자료납본에 관한 협정서를.
만드는 일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일은 보다 쉬울 수 있다 협정서는 자료를 제공.
하는 절차 출판물에 대한 일반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 메타데이타 예를 들면, ( ),
파일포맷과 같은 것에 관한 것이다 전문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출판물들은 물론.
도서관의 납본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본도서관의 실질적인 자료로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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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비상업용출판사들이 발간하는 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서는 개별적으로 그 자료들을 조사하던지 혹은 이러한 출판사들이 자료를 납본

해야 할 필요성 가능성 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홍보를 실시하여( ) .
비상업용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자료들의 납본절차와 선호하는 포맷에 관해 자문

을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또 다른 일은 출판 시 디지털 형태로 출판된 것인

지 디지타이징된 출판물인지를 구별하는 일이다 이 구별은 프로젝트. NEDLIB
의 사업내용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납본시스.
템에 있어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을 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일

이다 만약 도서관이 출판물을 디지타이징한다면 이미지 리졸루션이나 사용할.
포맷을 도서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디지타이징된 출판.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용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
책적인 이유에서라도 출판물의 부류를 구분해주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 시 저작권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유용할 수 있다.

만약 전자출판물의 내용 구조 그리고 편집형태들이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다,
면 우리는 이를 정적출판물 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static publication) .
출판물이 검색되어지는 순간에 구성되어진다면 이는 동적출판물(dynamic

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동적출판물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검publication) .
색결과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인 탐색결과가 아니어.
서 더욱 민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색결과를 편집할 수 있는 기본장치와.
함께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동적인 출판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될 수 있

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기본장치는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인터넷이라 하겠다 인터넷은 어떠한 출판물이든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웍이다 자료를 공급해주는 도구로서 뿐만 아.
니라 인터넷은 엄청난 힘으로 새로운 출판환경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종류의 출

판물을 개발해내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있는 출판물은 구조나 크기면에 있.
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의해 웹상에 있는 많은 출판물.
들이 상호 다른 자료와 연결되어 있다 웹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납본 수.
집할 수 있도록 수집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을 적용하여야 하고 어떤 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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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경계는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은 한 출.
판물의 복잡성 예를 들면 전자책의 단락 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
출판물의 구성요소들이 고리로 연계되는 것이다 여하튼 내부연결과 외부연결을.
자동적으로 식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시작했고 어떤 도서관에서는 부정기적으

로 혹은 정규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국내에의 웹사이트상에 후손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경우 이를 납

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전자출판물의 분류를 위해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도서관에서.
는 수서를 위해 그리고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내용에 따른 구분이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전자출판물의 내용은 납본시스템을 정의.
하거나 현실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강조되고 있는 가설은 납.
본시스템이 적절히 설계되어 전자출판물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출판물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납본시스템의 실례4.

적절한 방법으로 출판물을 처리 저장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자출, ,
판물의 납본 수집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도서관에서 혹은 문.
서를 보존하는 조직내에서 납본 시스템의 기능과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 시스템

을 하나의 예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은 기본적으.
로 디지털자료의 서고로서 간주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서고는 일반적인 서고가 아니고 고도로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특별히 납본된 출판물이 유지 관리될 수 있는 통제가 잘되는 서고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 보존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은 국립도서관이나 문서관에서 인쇄책자

나 필사본 혹은 다른 자료들을 보존하는 물리적 형태의 서가와는 완전하게 비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리적 조건 예를 들면 온도 습도 표면의 완성 조도. , , , , ,
운송장치들이 자료보존 자체를 위해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진다 서고 접근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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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출판물도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잘 감시되어져야 한다 서고에.
출판물을 저장하기 전에 출판물을 체크하여 등록하고 목록을 기술하여야 한다.
출판물은 제본이나 수리 복원하여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매체가 구식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결국 원매체 정보를 다른 매체 예 마이크로필름 로 변환시( : )
킬 수 있을 것이다.

국립도서관이나 문서관에서 납본 수집한 책자자료를 관리 저장할 수 있는 전

용서고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을 납본 수집

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저장 보존할 수 있는 특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자출.
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완전하고 신빙성.
이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납본도서관에서는 인쇄책자를 위한 서고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납본 받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의 양을 고려해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서고

확충 계획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제 장에서 형태가. . 7
다른 출판물의 저장용량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제공

되고 있다 물론 저장량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출판자의.
출판에 따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납본수집대상의 정책에 따라 서고 공간 확충,
계획이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공개정보저장시스템 을 위한 참고 모델5. (OAIS)

에 의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전자출판NEDLIB
물의 납본시스템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용어를 개발하게 되었다 용어에 대한 정.
의는 협력자들간에 경험과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게 한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
서 프로젝트에서는 에 의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중의 하나인NEDLIB CCSDS ISO

공개정보저장시스템 을 위한 참고모델안을 우연히 찾게 되었다 모OAIS( ) . OAIS
델을 의 모델과 비교하게 되었다 결론은 도서관과 문서관을 위해NEDLIB .

모델위에서 납본시스템의 기능을 적절히 멥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OAIS
고 따라서 는 도서관과 문서관의 납본시스템을 위한 모델로서 채OAIS NEDLIB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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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위한 참고모델[ 1] OAIS

용어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OAIS .
출판물은 납본시스템에 맞춰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고 자료제출 동의서

내용과도 맞아야 한다 납본시스템에서는 저장과 문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준.
비하고 패키지정보 제출 에 들어갈 수 있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 )
도록 한다 납본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 저장을 위해. AIP(Archival Information

패키지정보 저장 에 들어가도록 다시 패킹을 해야한다 자료접속을 요Package: ) .
청 받았을 때에는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DIP(Dessemination

패키지정보 보급 에 재포장하여 넣는다 초기에 작성한Information Package: ) .
모델은 위의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집 저장축적 데이터관리 이용OAIS , , ,․

자에게 제공 그리고 행정업무와 같은 가지 주요기능들로 구분된다 은5 . NEDLIB
모델에 장기보존의 주요기능을 확대하여 제안된 것이다 에서는OAIS . CCSDS

이 제안을 승인하였다.

표준을 따르기 위해 도서관과 문서관에서는 문서에 언급되어있는OAIS OAIS
많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중에는 출판자와 같은 정보제공자들과.
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 보존되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원본과 거의, ,
같게 하여 이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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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 에 의해 쓰여진 학술Greenstein Marcum "
지를 위한 상세한 설명 중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

납본시스템을 위한 모델6. NEDLIB

자료보존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모델을 기초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받기OAIS
위한 시스템으로 모델이 개발된 바 있다 모델은 도서관에서 혹NEDLIB . NEDLIB
은 문서관에서 납본 처리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납본처리모델은 별도의.
보고서에 완전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 장에서는 첫 번째 도입부분을.
이 모델에 적용한다 그림 는 납본시스템을 위한 모델중 처리과정의. [ 2] NEDLIB
가장 상위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에 멥핑한 모델의 최상위 처리과정[ 2] OAIS NED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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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납본시스템의 최상위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은 자료의 인계와 입력과정이 상호 호환 인계와 접수 될 수 있는1. ( )
전자 출판물을 받아서 이를 저장공간에 탑재하는 것이다.

자료저장이란 전자출판물을 저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빗스트림 이진2. (
신호 전송장치 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데이터관리는 출판물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로3.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자료접근이란 보존된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팩키지화된4.
자료와 자료제공과정을 연계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행정업무란 시스템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5. .

자료보존이란 이용자가 전자출판물을 장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6.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 및 입력은 납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연계된다 접수와 입력과정은7. .
전자출판물이 에 입력될DSEP(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의 사전처리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접수 혹은 입력하여 검증 받기 위해 외부시스템 자료의 수서, (
와 목록작성 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재배송 그리고 에 축적) DSEP
될 수 있도록 명세서에 따라 정보를 패키지화하는 것이다SIP .

정보의 패키지화와 인계는 납본시스템에서 출력과 연계되는 것이다 정보의8. .
패키지화와 인계는 에서 검색된 자료의 처리과정을 사후 관리하는 것DSEP
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시 그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전자출판. ,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뷰어나 소프트웨어 혹은 메타데이터를 설치,
해서 도서관내의 이용자를 위한 컴퓨터에서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외부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도서관 년 여름호Vol.58 No.2(2002 ) 161

자료저장문제7.

이미 초기에 언급한대로 납본시스템의 주요기능중의 하나는 대용량의 수준 높

은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저장기술은 기술분야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ICT
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현재의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디스크 기술과 테이. .
프 기술은 구분을 해야한다 디스크 기술은 간혹 데이터 접근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이프 기술은 데이터에 연속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속도가 더.
느리다 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정보를 저장하.
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주요 저장매체는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 ,
네틱 광학디스크 그리고 마그네틱 테이프이다 저장 장치는 이들 매체를 혼용하.
여 다룰 수 있다 저장고 라 불리우는 것에 접속 가능한 것이 가장 신속한. "hot "
가장 비싼 매체이다 속도가 느린 매체 가격이 저렴 는 저장고 에 있는 자( ) . ( ) "cold "
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납본데이타를 전부 저장하는데 그리

고 자료의 백업을 위해서 적절한 매체이다.

비록 저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지라도 저장의 수요는 기술의 개발 속

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장고가 설치되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
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납본시스템에는 비용이 들게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최.
소한 납본시스템이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첨단기술로 저장기술을 대체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시스템의 수직적 발전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 )
을 것이다 납본장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출판량에 의해 의존된다 이. -
는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본장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수평적 발전 필수적으로 납본자료 저장시( )
스템의 용량은 계속해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저장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저장량을 알기 위한 것이다.
출판자들이 생산한 전자출판물의 경우 저장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다 물론 필요한 저장용량은 직접적으로 납본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납본정.
책에는 어떤 종류의 전자출판물을 납본 받을 것인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초창기.
도서관에서 인쇄출판물을 디지털화한 경우 도서관에서 사용할 포맷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장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용량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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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납본도서관이 납본된 자료의 최후 보존방법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소

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최소한 한 개의 백업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에 인식해야 한다.

표 면당 저장 용량< 1>

전자출판물분류 면당 수록되는 량

인터넷텍스트페이지(static) 이미지등 포함HTML: 20Kb( )
인터넷페이지 평균저장량( ) 기타부속품11Kb(50%text 50%images, )
전자저널 기사 PDF:50-500Kb
디지털화된 자료 텍스트 이미지( / ) TIFF:20-200Mb
  JPEG:50Kb-1Mb
  JPEG Thumbnail:10-50Kb
CD-ROM Max.650Mb

저장량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 에서 페이지나 포맷당 저장량을 제시< 1>
해주고 있다 주어진 표는 의 실험결과와 의 협력자들이 실무를. NEDLIB NEDLIB
추진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추출한 것이다 저장용량은 바이트를 나타. 10³
내고 있는 킬로바이트와 같이 바이트앞에 규모를 표시하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저장용량 단위< 2>

용어 크기 계산 예

Kilobyte 210 103 = 1,000 텍스트 줄10 (ASCII)

Megabyte 220 106 = 1,000,000
페이지의 개 기사10 50 (HTML):1-20

이미지(PEG):20-100thumbnails(JPEG)
페이지의 개 기사:10 2-20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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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크기 계산 예

Gigabyte 230 109 = 1,000,000,000 페이지 페이지5-50 (TIFF)/200-2000 (PDF)

Terabyte 240 1012 =
1,000,000,000,000

년 이상을 한기간으로 하여 페이지의10 10
개 기사가 수록되어있는 개340 200-2000

저널 페이지정도의 책 권: 100 50-500 (TIFF):
페이지정도의 책 권100 2,000-20,000

Petabyte 250 1015 =
1,000,000,000,000,000

이 저장량은 이미 산업체에서 간헐적으로
도입

Exabyte 260 1018 etc. 미래의 저장단위은 이미 이름이
명명되어졌음

Zettabyte 270 1021
Yottabyte 280 1024

전자출판물 납본받기 위한 준비8.

전자출판물을 납본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전단계를 분석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장에서 언급했던 인쇄출판물과 유사한 처리과정을 적용. 4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출판물과 인쇄출판물간의 유사함과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오프라인 혹은 휴대용출판물의 예를 들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과 같은 오프라인출판물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장치할 수CD-ROM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신간출판물을 오픈하고 체크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 ,
절한 드라이버와 리더가 설치되어있는 워크스테이션이 필수적이다 출판물을 체.
크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납본된 자료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출판물.
의 등록은 도서관 수서 시스템과 상관관계를 갖고 처리되어져야 하며 여기서 상

관성이라함은 인쇄출판물을 처리하고 있는 내용과의 상관성을 말한다 현재 수.
서기능의 일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결호된 자료의 경우 출판자에게

클래임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사한 예로 출판물은 계속해서. CD-ROM
목록이 작성되고 현재 도서관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혹은 주제명표목

을 이러한 자료에도 부여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이 쥬크박스에 저장된다면 목록상에서 서가번호를 부여하거나 혹은 연CD-ROM

결이 되도록 해주어야한다 이들 자료가 인쇄출판물이거나 전자출판물이거나 간.
에 새로 수집되는 모든 납본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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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처리 시에 새롭게 추가해야할 필수단계는 납본시스템에 이를CD-ROM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단계가 없었지만 매. CD-ROM
체에 있는 내용을 납본자료저장고로 이전하여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델에서는 인계와 접수단계에서 상호 관련이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EDLIB .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된 은 네트웍을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CD-ROM
다 출판물이 원매체에서 납본영역으로 전환될 때에는 새로이 수집된. CD-ROM
전자출판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을 납본시스템에 축적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수집되는 모든 전자출

판물을 우선 복사하여 납본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작업은 인계와 접수의 사.
전 처리과정이 된다 그러면 전자출판물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체크할 수.
있다 출판자들이 동의한 포맷으로 제공되는 파일내용의 목차는 완전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목록상의 기본기입을 출판사가 제공하는 서명정.
보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 자료의 제목이 이미 알려진 것이라면 목록.
레코드를 경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밖에 신규레코드를 생성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판물의 목록레코드에 납.
본 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택 을 추가해야 한다 새롭게 기술한 자료의 메타(tag) .
데이타를 복사하여 목록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
으로 작성되고 있는 예비목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목록의 기본기.
입을 완성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색인정보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서지번호 가 이러. (The National Bibliographic Number)
한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출판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만약 출판자들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여도 표준화된 방법으.
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출판자들이 포맷으로 메타데. SGML
이타를 제공하는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자들은 자기들 방식대.
로 특수하게 만든 문헌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인계와.
접수에 관한 예비처리과정은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지속.
되는 변화를 통제하고 도서관과 출판사간에 교환되는 메타데이타를 완전하게 활

용하기 위해 출판자와 도서관간에는 자료인계시 사용하는 포맷을 만드는데 더욱

발전된 표준을 도입하도록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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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시스템에 전자출판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출판물이 납본자료저장소에 탑

재되어져야만 한다 에 출판물의 데이터를 패키지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인. SIP
계와 접수 모듈간에 필수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납본

시스템에 자료를 축적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전자출판.
물이 납본시스템에 하나의 데이타로서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료 출처의 신빙성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출판물이 원.
래 출판된 형태대로 납본시스템에 저장되고 유지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원매체에서 오. .
프라인 출판물로 매체를 변환하여 납본자료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보아왔다. "
출처의 신빙성 이라는 용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출처의 신빙성 기준을 발전시켜야한.
다 는 출처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른 부류의 출. Jeff Rothenberg
판물 혹은 다른 용도를 위한 문서를 위해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이용자는 학자나 법률가 같.
은 사람들과는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텍스트 문헌의 출처의 신빙성은 사용되.
는 포맷 혹은 을 통해 부분적으로 명시된다 멀티미디아 출판(TIFF, PDF HTML) .
물은 더욱 복잡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인쇄출판물 또한 출처. ,
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에 접.
근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발간된 신.
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매체 변환된 경우 이 신문의 출처의 신빙성에 관한 의심

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전자출판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꾀한다.
면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탁상공론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표 에서 전자출판물의 예비처리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단계에 대한< 3> .
보다 상세한 기술은 보고서 에서 제공된다'NEDLI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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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납본시스템에서 전자출판물을 탑재 예비 처리 과정< 3>

처리과정 단 계

접수 및 입력

전자출판물을 복사하여 납본영역으로 전송

파일의 완전성과 무결함 체크

메타데이타 생성

출판물의 고유번호 부여(NBN)
외부시스템에 전자출판물 등록

수 서 전자출판물의 서명 등록

목 록

전자출판물의 신규서명 레코드 생성 혹은 소장자료의

경우

기존의 레코드 경신

접수 및 입력 제공된 패키지에 대한 정보 생성

축적

준비단계에서 제공용 패키지 정보 접수

제공된 패키지 정보 원형 환원 및 유효성 부여

데이터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타 추출

전자출판물을 추출 재패키지하여 로 송부AIP
자료저장 에 저장AIP
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타 저장

축 적 준비단계 마무리

접수 및 입력 납본영역으로 전송단계 마무리

자료의 장기보존9.

책 혹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이에 인쇄된 책들은 내구성이 높다 혹.
독하한 조건에서만 책들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종이에 인쇄된 책들은 수 백년이

지났다하여도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출판물 같은 경우 돌발사고에 의.
해서라도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디코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판물을 읽을, ,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주도적인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전문가와 도서관 등의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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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인식하고 디지털정보의 보존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들이 있어왔고 그리고 문.
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현재 혹은 향후에 전자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에서는 자료의 보존문제를 납본시스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NEDLIB .
에서는 검토과정에 참여하여 를 위한 참고모델에 보존 기능NEDLIB ISO OAIS " "

을 추가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제의는 수락되어졌고 보존에 관한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한편 디지털자료의 보존기능이 매우 복잡해졌다.

보존은 특별한 절차와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전자출판물들이.
빗스트림 이진신호전송장치 을 코드화시켜야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안( )
다면 보존문제는 명확해진다 전자출판물을 양호한 순서로 보존하여 시간이 흘.
러도 접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빗스트림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디코딩

장치를 함께 보존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신속한 변화로 인해 전자매체가 운송하는 빗스트림의 수명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빗스트림은 매체가 낡기 전에 혹은 기술이 구식이.
되기 전에 영인 복사되어야 한다 매체이전의 문제는 오늘날 의 기술을 이용. ICT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데이터의 대용량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보.
존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이클로 인하여 자료상호간에 부분 중복을 가져오

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체변환을 위한 일정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이클은 이전 매체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된다는 것이.
다 복잡한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체.
와 저장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러도 이용 가능한 디코딩장치를 유지해야 하므로 문제는 더욱 어려

워지고 있다 그러한 아무런 장치없이 전자출판물의 빗스트림을 비치해두는 것.
은 에 의하면 로제타석 의 보존 없이 상형문자를 보존하는, Jeff Rothenberg , ( )石
것과 같이 정보를 보존하는데 주역할을 하는 장치를 보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고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디지털정보의 키포인트는 납본된 자료의 일부.
분으로서 보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현재까지 강조.
되어왔던 주요 목표중의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간이 흘러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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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디코딩장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과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필요한 보존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는 에뮬레이션의 기술을 사. Jeff Rothenberg
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는 디지털정보장기보존을 위한 기술Raymond Lorie UVC
도입을 제의한 바 있다.

표준과 기술의 발전을 겨냥한 혁신적인 연구가 전자출판물의 보존을 현실화를

위해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주요 플랫폼에 관계없이 혹은. ICT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장은 세월이 흘러도 디지털정보를 유지할 수ICT
있는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표준과 기술이외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전자출판물의 컨텐츠와 디코딩 장치

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간에 납본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납본시스템의 설립10.

납본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최첨.
단기술을 고려하며 프로젝트에서 내린 결론은 납본시스템을 구축할 수NEDLIB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납본도서관과 문서관이 안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문서를 생산하거나 출판할 때 필요.
한 표준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조건과 방법으로 조정할 것이다 이는 저장시설 기능성 기술. , ,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과 문서관에서는 이러한 개발. ICT
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자격으로 세월이 거듭되는 동안 정

보를 처리하고 유지하는데 독특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간단하게 보존하도록

납본시스템을 구축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계획을 성공적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문제를 단순하게 유.
지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출발점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자료의 서가는.
도서관도 아니고 납본시스템도 아닌 완전한 디지털도서관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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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전자출판물을 처리하기 위해 완전한 상관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납본시스템에서는 상관성이 미치는 범위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남.
겨 두어야 한다.

그림 전자출판물을 위한 납본시스템[ 3]

그림 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이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될 수 있을 것[ 3]
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의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납본시스템은 도서관이나 문서관의 인프라내에서 별도단위의 시스템으로ICT
설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납본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는 아니.
지만 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출판물을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위험하다 이는 몇 가지 이.
유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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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한 시스템은 피하도록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스템을 설계 할 수는 있.
을지라도 도서관과 문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은 이미 여러 곳에 존재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하나의 규정으

로 이미 도서관과 문서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개발하여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게 하

고 있다 정보제공의 기능은 최종이용자들의 요구사항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
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목록. ,
수서 열람 등과 같은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납본시스템은 도서관 나름대로 개발 속도를 지니고 있다

납본시스템은 도서관 나름대로 개발 속도가 있다 납본시스템의 속성을 고려.
해 볼 때 저장용량은 영구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또한 자료

를 처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납본시스템은 인프라와 통합되어야 한다ICT

납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으로서 설계되어 도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서관 혹은 문서관의 인프라에 적절히 통합되어져야 할 필요가ICT
있다 시스템에 입력과 출력이 상호 호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선택되고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납본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관성은 이미 앞부분에서 개괄적으로 논

의된 바 있다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 매우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NEDLIB
그밖에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몇 가지 기능은 상당히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어 납본시스템을 주문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장기.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해서 적절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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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나 이미 자료보존을 위한.
특정 필수요건들은 명확하다 자료는 항상 변화하는 매체에 맞고 최신성의 유지.
가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납본이 최후의 보존시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로 적절한 백업시설이 납본시스템에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모든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자

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국립도서관에서.
대규모로 다양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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