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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대학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붐이 일고 있다. 대학 당국

들은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기위해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과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

개방에대해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한편학내학생들은대학의공공성을내세워대학

자원, 특히 도서관의 개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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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본고에서는지역사회에서대학의역할과개방배경, 국내외대학도서관의지역사

회 개방 현황을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방안을 구체

적으로모색하 다.

<Abstracts> 

Sharing resources of universities with the communities they belong is a distinct trend.

On the one hand, universities are turning to public to receive better reputation that could

be essential in achieving higher scores in evaluation programs. College students, on the

other hand, are raising their voices in the issues such as the opening of the library

resources in view of enhancing public interest. So the need for study about sharing

resources of university library is gathering strength.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roles of colleges in a community they serv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outreaches of college libraries, and to investigate proper

ways for sharing the resources with the communities they belong by analyz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openness. 

키워드 : 지역사회개방,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개방, 지역사회서비스

sharing resource communities, university library, 

sharing resources university library, communities services

1. 서론

1.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대학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붐이 일고 있다. 대학 당국

들은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기위해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과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대학간의 평가점수에 의한 서열화는 생존 차원의

위기의식을 대학경 자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

각하게받아들여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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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지역을기반으로한‘살아남기’전략은도서관, 박물관 등의대학시설개방

을통해지역주민을위한정보시스템의제공및교육실시로구체화되고있다. 지역주민

에게질높은대학의교육과시설을일부개방함으로써해당대학의인지도를높임은물

론 거주지역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여‘학생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

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대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다

고비판하고이에대한극복수단으로지식·정보의보고인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

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자신들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공개와 자신들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비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

지숨소리를죽이고순응하던계층들이다양한목소리를내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대

학과지역사회내외의사회적변화가결국대학도서관의개방이라는지점에서맞닥뜨리

고있는것이다. 

이렇듯 대학의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도

서관의존재가치를높이고, 지역사회내발전에기여하기위한연구는매우절실한상황

이라볼수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개방 배경,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현황을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

색해보고자한다.  

1.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선행연구와 현황파악을 통해 장단

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서 대학의 역할과 개방 배경,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을 파악하 다. 대학도서

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현황파악은, 국외의 경우 여러 문헌연구에서 비교적 대학도

서관의 개방이 활발하다고 제시된 독일, 국,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파악하 다. 국내의 경우도 여러 문헌연구를 통해서 비교적 개방이 활발하다고

알려진 대학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파악하 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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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시설과자료를모두개방하는경우, 시설만개방하는경우, 발전기금을받는경

우, 예치금을 받고 자료를 대출해주는 경우, 특정 주제분야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역주

민의 도서관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는 경

우등여러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각사례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

선방안을 모색하 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은 각 지역과 대학이 가진 목

표와특수성에따라달라지므로각개별대학도서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

는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 

1.3 선행연구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관점 즉, 개

방의필요성, 현황파악, 서비스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가주로이루어졌다. 

먼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김남석

(1996), 윤희윤(1996), 이시 (2001)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윤희윤은 개방의 의미와

유형, 개방의 방향에 대하여 다루면서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대학이 도서관의 개

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방의 이념을 확립하고 개방이념을

실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구체적대안을마련해야하며개방내용을다양화하고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국외 연구는 Stewart(1963), Deale(1964),

Eco(1981)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Deale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고등교육

기관의 공적가치를 증가시키고, 지역 공공도서관의 약점을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보완하며,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 다. 공공도서관과 학

교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기초로 하여‘지역에 없고자관에만 있는자료의 간접지원’과

‘24시간 이내 문헌배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황 파악에 대

한 국내 연구는 고성순(1999), 김 호(2000), 정경란(2001), 진창남(2002)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진창남은 대학도서관의 개방 추세에 부응해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동향에 대한 선행문헌 고찰과 질문지 분석을 하 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80개

중 136개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방의지 정

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보

다 개방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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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료화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자는 견해, 개방시

간의범위에대한질문의응답결과는개방시간을근무시간으로한정하 으면좋겠다는

견해,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인터넷

정보검색교실‘이가장좋다는의견으로나타났다. 자료의훼손및분실, 업무량증가등

은 대학도서관 개방을 기피하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국외 연구는 Josey(1967),

Venkateswarlu(1980), Mitchell(1992), Nicewarner와 Simon(1996)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

으로 Venkateswarlu는 캐나다의 대학도서관은 23.8%가 대학생과 동등한 조건으로,

43.6%는 일정한 조건하에 지역주민에게 자료를 대출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총 67.4%,

약 2/3에 해당하는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자료를 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교생에게는 10.8%가 대학생과 동등한 조건으로, 23.8%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료

를대출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는 곽주원

(2000), 백성규(2001), 정병진(2001)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곽주원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술전시회, 서예전, 사진전, 각 나라의 여행

에 관한 정보를 여행사나 외국문화원 등의 협조를 받는 행사, 취업시즌에 각 기업의 취

업관련자료를전시하면서상담도같이하는실용적인박람회등을제시하 다. 국외연

구는 Piternick(1979), Baker(1984), coffman과 Josephine(1991), McNamara와

Williams(1992), Simon과 Garter(1992), Schneider(2001)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Coffman과 Josephine는 대학도서관들이 점증하는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공식

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유료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제안하 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

해 도서관과 외부이용자간의 긴 한 결속과 함께 기부금이 증가되고 재정적 위기에 처

한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Schneider는

오하이오주 소재 주립대학교의 분교 도서관장들에게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대

학도서관들은대출서비스, 초등학생과미취학아동에대한 독서프로그램, 고등학생대상

의도서관견학및이용교육, 전시회공간제공, 강연회후원, 참고서비스제공등을실시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이러한서비스를통해지역사회주민들이사서와도

서관서비스에대해새로운인식을갖게되었다고강조하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방의 필요성, 현황 파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세 관점으로



8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연구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외의 대학도서관들은 오래 전부터 대학도서관의 지역사

회 개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학도서

관들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개방 현황을 파악하

는 연구가 많으며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나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

2.1 지역사회의정의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견

해몇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Brunner, Hallenbeck은“지역사회란주어진지역내

에서 상호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고장이며,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합된 지역의식을 갖게 되고, 협력적인 행동을 위한 수단을 찾아내며, 자신들의 자연적

인 문화에 수정을 가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Green은 지역사회란 상

호 관련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이며, 지역사회내의 역동적인 관계는

집단생활과조직체들에서찾을수있다고함으로써지역사회의개념에있어서지리적인

특성보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다(이광자 1999). 이상의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역에서 공동체의식, 즉

우리의식(We-feeling)의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

는인간공동체라정의할수있을것이다. 

2.2 지역사회에대한대학의역할

대학은 특정지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활동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는 접한

관련을맺고있다. 대학과지역사회간의관계는 <그림 1>에서제시한바와같이상호

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그 향 관계는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는다. 대학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요구

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환과정인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수행을 통하여

산출물을지역사회에내보냄으로써지역사회에 향을미치게된다.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9

[그림 1] 대학과지역사회간관계 : 환경의변화가대학에미치는모형

출처 : 이만희. 2000. 『대학과지역사회특성과의관련성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대학원.  

지역사회의 대학에 대한 요구 투입과 더불어 지역사회는 대학에 대하여 학생, 교수 및

직원 등의 인적자원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적 자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대학과관계를형성한다([그림 1] 참조, 이만희 2000).

2.3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배경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며, 대

학도서관은 대학 자체의 목적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규정된다. 각 대학들은 업무의

전산화,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협력, 지역주민에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대학도서관

의지역사회개방이더욱수월하게되었다.  

미국의경우, 미국도서관협회의전문직윤리강령에나와있는미국도서관봉사정신의철

학은“정보접근에 대한 자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첫째, 대학도서관은 주

이용자인대학의구성원에게만아니라지역사회주민에게도봉사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미국내대학도서관들은지역사회주민들에게자료의관내이용은물론대출서비스까지확

대하기에이르 으며 1967년에는지역사회주민들의도서관이용이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첫째, 지역사회주민들의끊임없는도서관개방요구와도서관의인

식변화, 둘째, 지방자치제도입, 셋째, 교육인적자원부가실시하는대학재정지원사업, 교

육개혁추진 우수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등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을 촉진

투 입 투 입 산 출
<요 구>

<환류(feedback)>

환경 환경

<지 지>

<교육·연구·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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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송 희 200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29일 발표한“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2)에서 대학도서

관을 대학의 내부시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공공의 기반시설’로 육성, 산학협력 및

대학 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및 지식정보 지원 기능 강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연구기관등의간행물확충, 대학별특성화도서관

설치등을제시하고있다. 이에앞으로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은더욱더가속화될

전망이다.

3.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현황

3.1 국외현황

3.1.1독일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모두 국립으로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속한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쾰른대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카드는 자신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에게든지 카

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이용자카드가

필요하고 단지 참고열람실 등 도서관을 출입할 때에는 이용자카드가 필요하지 않다. 쾰

른대학도서관은 주로 순수학술서적이나 자료를 제공하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

는시민들에게이용을개방하고있다(곽주원 2000). 

보쿰(Bochum)대학교도서관은 최신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1년 동안 이용

자카드가 무료이며 대출은 4주 간 10책으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조건은 학내학생

들과등등하다. 다만학생들의학습용지정도서는대출할수없으며, 다른자료는지역도

2) 교육인적자원부는“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을 2002년 11월 2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의결하

고, 2002년 12월 11일 대학의 정보기술(I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e-Learning 기반확충,

학술·연구정보 공동활용 확산,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도입, 대학정보화추진체제 강화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둔「대학

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 e-Campus VISION 2007(2003∼2007)」을확정·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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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에서 대출 신청을 해도 주립이나 국립대학도서관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

(University Library Bochum 1999).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많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으

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

들이 학내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많아 비교적

대학도서관개방이오래전부터정착되어잘추진되고있는국가라고할수있다.

3.1.2 국

국의 일부 대학도서관은 일정액의 연회비 납부를 요구하거나, 도서관 출입 시 학생

증, 신분증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대학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고 정당한 도서관 이용 사유가 있으면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대학도서관은열람실이용, 자료이용및복사등의시설은완전히개방하고있

는 편이다. 특히 졸업생, 지역의 각종 학교 교사, 의사, 기업의 직원, 타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도서관협약에가입된도서관의이용자등은대부분무료로자료대출이가능하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인 보들리언(Bodleian)도서관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 관계자, 졸업생, 옥스퍼드 지역 내에 있는 연구자 및 타 대학의 학생, 학외 이

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학외 이용자의 경우는 허가서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

하다. 허가서 신청은 도서관 사서에게 편지를 보내 추천장 용지를 받은 다음, 이용자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추천을 받고 그것을 도서관에 접수해야 하는 복잡한 수속절

차를 거치지만, 일단 허가서를 받게 되면 도서관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University

of Oxford Bodleian Library 2001).

셰필드(Sheffield)대학교도서관의 경우는 연간회비로 일반인은 23.5파운드, 회사와 기

관은 40파운드를 내야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고 있다(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1998). 

이와 같이 국의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관내 이용은 자유로운 편이나,

관외대출은일정한조건하에서실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3.1.3미국

미국에서는일반적으로납세자의권리의식이상당히강하여“납세자는세금으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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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른나라들보다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이오래전부터추진되었다. 

버클리대학교과학도서관(Lawrence Hall of Science)과 버클리공공도서관 사이의 도서

관 간에는 상호대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버클리대학교도서관은 과학 중심의 장서

를 갖추었고, 공공도서관은 화와 향토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다. 지역주민이 버클리공

공도서관에 와서 과학분야의 단행본을 신청하면 공공도서관 직원은 버클리대학교의 과

학도서관에 자료를 의뢰하고 우편배달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대출해 준다

(곽주원 2000). 

버지니아대학교도서관은 16세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카드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외부이용자

와 학내 학부이용자가 동등한 수준이다. 단행본은 한달에 25책, 저널은 7일, 최신 정기간

행물은 2일간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멀티미디어자료의 이용은 지역주민의 경우 관내

에서만 가능하며, 학내이용자들에게는 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University

of Viginia Library 1999). 

일리노이대학교도서관은일리노이주의주민에게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

다. 일리노이주의 22개 대학도서관과 18개 공공도서관은 1978년부터 LCS(Library

Computer System) 네트워크에 의해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도 가능하다. 이 조직은 2003

년현재는 The Illinois Library Computer Systems Organization(ILCSO)이라는이름으로발

전해 있는데, 이것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도서관 45개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

으며, 구성원은 모든 주립대학교도서관, 25개의 사립대학교도서관, 5개의 전문대학도서

관, 일리노이과학아카데미, 일리노이주립도서관이다. 또한 일리노이도서관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도서관후원회(The Library Friends)를 운 하고 있다. 347명의 창립회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약 3,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원회는 연간 35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이 되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 대

출할 수 있고, 도서관 뉴스레터와 연간보고서, 각종 전시회·강연·이벤트에 초대를 받

으며, 일리노이대학 출판부 간행물에 대해 30%의 할인구매를 할 수 있다(University of

lllinois Library at Urbana-Champaign. 1999). 

미국의대학도서관들은지역주민들에대한봉사가활발한편이다. 특히지역네트워크가잘

발달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이 돋보이며, 도서관후원회 조직이 대학과 접한

관련을맺고있어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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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본

일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걸쳐 활기를 띠었

다.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상호대차, 둘째는인터넷을통한대학도서관의장서개방이다.

게이오대학교도서관은고등학생이상만출입이허용되며신분증으로도서관출입이자

유롭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 불가능한 자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

은 해주지 않으며, 저작권허용범위 내에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상업용 DB나컴퓨팅시설의이용이불가능하다(慶應義塾圖書館 2000). 

사이타마대학교도서관은대학정보의공개와지역사회연대를위해대학내외에서수집

한 지역자료를 전시한다. 교육연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보원으로 NACSIS-IR3)과 자관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의 협력에 의한 정보교류플라자

(Information Exchange Plaza)를확충해나가고있다(埼玉大學圖書館 1999).

니이가타대학교도서관은 만 20세 이상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며 도서관에 출입하려면

도서관 출입구에 놓여진 기록부에 이름, 주소, 입관시각 등을 기입해야 한다. 도서나 잡

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은 14일 이내 2권이다. 복사, 정보검색용 CD-ROM,

시청각코너등이이용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을위해홈페이지와도서관내에도서관이

용법에대한상세한안내를하고있다(新潟大學圖書館 2000).

일본대학도서관의개방실태를보면, 일반시민과민간기업에대한서비스는활발하지

만, 일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보인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은‘공공

도서관에서 이용 불가능한 자료에 한해 이용하게 한다’는 원칙과 자료의 복사 허용범위

를명확히규정해놓은점은본받을만하다.  

3.2국내현황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모두 개방하는 경우, 시설

만 개방하는 경우, 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예치금을 받고 자료를 대출해주는 경우, 특정

3)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NII)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NACSIS-IR과NACSIS-ELS가대표적이다. NACSIS-IR은인문, 사회, 자연과학전분야에관한학술정보

서지데이터베이스이며, NACSIS-ELS는일본의학술협회가발행하는학회지의원문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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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통해도서관을홍보하는경우등여러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먼저 시설과 자료 모두를 개방하는 곳은 동양대학교도서관, 서원대학교도서관, 원광대

학교도서관 등이다. 이들 대학도서관들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대출을 실

시하고있다. 대출을실시하는곳은대부분일반열람실도개방하고있다. 

동양대학교도서관은 주시민, 주시청, 읍·면·동 공무원, 주시 소재 초·중·고

등학교 교직원, 기타 주지역에 위치한 단체 소속 근무자, 학술정보원이 특별히 허가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15일간 3권이며, 일반열람실은 방학중에만 이용이 가능하

다. 스캔서비스도 가능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서원대학교도서관은 외부이용자에게 무료

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대출은 10일간 2책이다. 원광대학교도서관 또한 외부이용

자에게무료로출입증을발급하여도서관을개방하고있으며대출은 14일간 3책이다.

둘째, 도서관 시설만 개방하는 도서관은 국민대학교도서관, 성균관대학교도서관 등이

있다. 국민대학교도서관등일부대학은특별출입증으로관내공무원및이에준하는사

람,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고 있으나 자료대출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특별

출입증의 이용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도서관 등은 출입증 없이도 도서관

출입과시설이용을허락하고있다. 

셋째, 대학이 발전기금제도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곳도 있다. 경

북대학교도서관의 경우 우대회원과 일반회원4)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대회원은 종

신회원으로 대출은 1개월간 5책이 가능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일반회원은 이용기간

이 1년이며, 대출은 14일간 3책이가능하고 1회연장할수있다. 현재일반회원등록자는

42명, 우대회원 등록자는 30명이며 우대회원은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넷째, 예치금을 받고 자료를 대출해주는 곳은 동의대학교도서관 등이다. 동의대학교도

서관은 휴학생과 졸업생, 교육공무원, 부산진구 관내 공공기관 직원, 동의대와 교류협정

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체, 부산진구민 등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별열람증

은 휴학·졸업생은 5만원, 일반시민은 10만원의 예치금을 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열람

4) 우대회원은 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 1,000권 이상, 고서 100권 이상, 귀중본이나 희귀서 기증

자, 도서관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출연자, 일반회원으로 10년을 경과한자이다. 일반회원은 대

학발전기금 10만원을일시불로낸자를말한다(경북대학교도서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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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반납하면예치금은돌려준다. 

다섯째, 특정 주제분야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도서관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

다.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또한 대

학들의 무한경쟁 속에서 위치 확보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화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전문분야와 외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직원의 전문성 고양 및 서비스 역

을강화하여경쟁력을높이고자한다. 

구미의 대학도서관에는 특수장서(special collection)실이 대학마다 하나씩은 있을 정도

로 발달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 특수장서를 갖춘 대학도서관은 국민대학교 디자인도서

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자료실,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도서관,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도

서관, 목원대학교 헤세도서관,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여성저

작정보센터, 세종대학교패션디자인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세계여성문학관, 청강문화산

업대학만화 상도서관, 한양대학교안산학술정보원시(詩) 자료실등이있다.  

이 중에서 부산여자대학은 대학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소정

의 회비를 받고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다. 만4세 이상부터 출입이 가능하며, 개관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1인당 500원의 입관료를 받고 있으며, 자료를 대출하려면 대출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대

출회원은 1년에 2만원의회비를지불해야하지만무료로입관이가능하며, 10일간 2권을

대출할수있다(부산여자대학어린이도서관 2003).  

여섯째, 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통해도서관을알리고있는대학도있다. 한예로경희

대학교도서관의‘송년재즈콘서트’가 있다. 경희대학교도서관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금

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왔는데, 12월에는 연

말 특집으로 재즈콘서트를 기획하 다. 행사진행담당은 참고열람과에서 담당하 으며

프로그램의일시와장소, 내용이확정된후음악회초대장과프로그램을해당구청홈페

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행사관련 협조문을 구청에 보내어 각 동사무소에 전달, 주민들이

참가할수있도록홍보했다. 또학교인근지역의초대장배포를위하여일간지의전단을

이용하 다.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적지는 않았지만, 행사를 통해서 대학의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의 이미지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셈이다.

적극적인대학도서관의서비스사례로고려해볼만한프로그램이다(곽주원 2000).

미국, 유럽 각국 등도 대학 내의 문화행사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화의 세기인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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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중요한임무가될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지역사회 개방은 도서관의 시설

과 자료를 모두 개방하는 경우, 시설만 개방하는 경우, 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예치금을

받고 자료를 대출해주는 경우, 특정 주제분야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출입을허용하는경우, 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통해도서관을홍보하는경우등여러형

태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국외의 대학도서관들은 비교적 지역사회 개방의 역사가 길고 이미 정착된 상황이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도

활발하며, 개방규정도 명확하고, 상세한 도서관 이용안내를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이이제붐이일기시작했고, 차츰개방을해나가는초기단

계이므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 부족, 개방규정의 미비, 도서관 이용안내의 미비 등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에대한전반적인내용이많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앞에서살펴본국내외대학도서

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을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 개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구체적으로모색해볼필요가있다.  

4.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의장단점

4.1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대한사회적논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논할 때에 이해당사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생

각하고 있는가?”,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자료실 혹은 자료이용의 개방인가? 열람실 개방

인가?”, “대학도서관이공공도서관역할까지해야하는것인가?”등여러가지논란의여

지가있는것이명백하다. 대학도서관의개방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지만그에대한반

론도만만치않다. 열람석부족, 장서관리의어려움, 고교생출입으로인한면학분위기의

저해 등을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과 일부 대학생들이

공공성을 고려해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재학

생들은 공부할 책상이 지금도 모자란다고 말하며, 사서들은 장서관리의 어려움, 도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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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란스러움, 업무증가에대한우려로불만을토로하고있다. 이러한관련자들의입장

차이가종종사회적논란을야기하고있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사례는 2000년 서울대학교도서

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도서관은 2000년 8월 재학생을 제외한 이용자들에

게 일정액의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졸업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속에 행정소

송으로까지 논쟁이 번졌었다. 학생들은‘도서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이

용요금 징수에 적극 반대하 다. 결국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동국대학교도서관 또한 서울대학교도서관과 유사한 사례로 논란 끝에 이전까지는 출입

이통제되었던졸업생과지역주민의출입을허용하기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부 대학생들 주도하에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자는 운동도 일

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학생자치기구인 생활도서관 등 4개 단체

가 도서관 개방프로젝트인‘올리브(OLIB:Open Library)’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측이 도

서관을 개가식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세우는 데 맞춰 도서관을 졸업생,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대자보, 리플릿을 통해

‘도서관 개방’에 관한 학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고려대홈페이지등에연일반박 이올라오는가하면, 올리브측이붙인

대자보가 수 차례 훼손되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측도 인력이나 도서관리, 공간문제를 생

각할때도서관개방은곤란하다는입장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도서관개방을둘러싼논쟁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들은지

역주민에 대한‘도서관 개방’과‘이용자 중심으로의 도서관 개혁’을 골자로 한 도서관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여성들을 위한 도서관 공개를 표방하고 있는‘올리버

(Open Library with Her)’는자료열람실개방과함께지역여성들이이용할수있도록탁

아·수유시설도학교측에요청하 다. 

4.2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의장단점

대학도서관을지역사회에개방할경우장점과단점이공존한다. 장점과단점을지역사

회주민측면, 도서관측면, 대학당국측면으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지역사회주민 측면에서의 장점은 대학도서관의 질 높은 장서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써인간적·문화적수준을높여삶의가치를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다. 도서관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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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수도 있으며 시간상의 제약과 비용 문제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프로그램도 즐길

수있다.

도서관 측면에서의 장점은 첫째, 지역주민들이 대학도서관에서 고급 정보를 제공받고

사서로부터고급참고서비스를제공받았을때도서관과사서에대해좋은이미지를가질

수있다. 둘째, 내부이용자들에게는잘이용되지않는자료가외부이용자들에게는많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 내 공공도서

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를대학도서관에서통합검색이가능하게함으로써간접적으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다. 넷째, 외부 이용자가 유입되면 도서관은 자연적으로 이용자들에

게도서관안내와이용자교육을실시하고서비스를할기회가많아지므로이를통해자

연스럽게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의 연계

를통해도서관의서비스역량을강화시킬수있다. 

대학당국 측면에서의 장점은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조

성할수있으며, 우수신입생유치가가능하다. 

반면 지역사회주민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도서관 이용에 대한 비용이 부

과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학생과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일반열람실의 자리다툼 문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로써 특히, 시험기간

중에는그현상이더심하다. 도서관의속성상자료실의기능이더중요한데도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은 자료이용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반열람실 이용 용도로 더

욱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생들의 출입 시의 소란, 도난 등

의문제로직원또는학생들과의마찰이예상된다.

대학도서관측면에서의단점은첫째, 외부이용자증가로인한도서관직원의업무량증

가 부문이다. 자료 대출이 늘어나거나, 대출에 따른 반납 독촉 업무, 도서관 이용자카드

발급 업무, 이용자 안내 업무 등이 증가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대출

자료분실도우려된다. 셋째, 일반열람석부족현상으로인해학생들과의마찰이생길수

있다. 

대학당국 측면에서의 단점은 첫째,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

교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열람실 자리다툼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학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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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방안

5.1 기본입장및전략

5.1.1기본입장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고급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와자료를교직원, 학생은물론대학이속한지역사회주민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

수있도록개방하는것은대학의사회적이념구현은물론, 지역사회의발전과지식정보

시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것이

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용의 불편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자신도 대학

을졸업하면누구나지역주민이되어대학의도서관과같은수준높은도서관이용이필

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자신을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인식해야할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자세는 첫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요구의 한 요인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아직 활성화되

지못한때문이므로지역내공공도서관등다른관종의발전에동반자적자세를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은 사실상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상호보완과 상호협력

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일반열람실 등 일부 기능의 개방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도서관 개방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관련 상업활동에

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이루어지는것이좋겠다5). 이와같은기본입장을견지하면서

구체적인개방전략과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5.1.2기본전략

첫째, 단계적개방전략이요구된다. 자료일부대출이나관내열람등대학도서관의제

한적 공개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개방의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개방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개방은 반드시 명문화된 규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규

5) 실제 모 대학도서관이 일반열람실을 개방하자 인근 독서실이 해당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격렬

하게항의한사례도있었다.



20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연구

정에는 개방의 목적, 이용자의 자격, 이용절차, 이용대상자료, 이용범위, 이용시간, 이용

요금등을명시하여실질적으로이용자에게도움이되는개방을해야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이나타전문도서관등과의긴 한업무협력을통해지역주민의이용

요구를 분산,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 내 가까운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요구를 분담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지역의 향토자료 등의 중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전문도서관은 특정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과 상호간에 도움이

될수있다.

셋째, 개방에따른문제점들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강구하여이를학생과교직원, 지

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정보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매학기 혹은 주기적으로 재학생 대상으로 이용자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이를 실시하면 별도의 인

적·물적자원의투자없이지역주민에대한사회봉사를실현할수있다.

넷째 독일이나 미국 등과 같이 지역 내에 다른 유형의 도서관이나 문화시설과의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계기로 대학 또한 다른 시설의 자원을

이용할수있는쌍방형의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다섯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앞서 반드시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다른 도서관 관계자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

고, 향후운 에있어서도긍정적인 향을미칠수있다.  

5.2 구체적방안

5.2.1자료이용측면

기본적으로 자료의 대출보다는 자유로운 관내 열람과 복사를 자료 이용의 기본적 방

침으로삼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자료의이용은단행본보다는정기간행물등다른도

서관이갖추기힘든자료로집중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즉, 일본의게이오대학교도서관과같이주변공공도서관에서해결할수없는전문적·

학술적자료로제한하는방안이우선되어야한다. 물론이러한연구자의주장에대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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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언급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수험

서나 문학류의 자료들이 대학도서관에서도 주로 대출된다면 학생들과의 이해가 충돌되

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으므

로자료의개방범위는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 대출에따른비용을부과하는경우에

도분실이나훼손을방지하기위한보증금으로서의성격만을부여하고이용료의개념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열람, 복사에 있어서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복사는 지

역주민들이대학도서관의기본적인이용자그룹이아니라는점과저작권문제를고려해

서세 한규정제정과실천이필요하다. 

5.2.2시설이용측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자칫 일반열람실 개방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열람실개방이가장큰갈등의요인이기때문에일차적으로일반열람실은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상 공부방 기능을 하는 일반열람실의 운 은 불필요하

다. 지금과같이개별적인공간을가진열람실운 은근본적으로갈등과마찰의요소를

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공공도서관에서논란이되고있는것과같이궁극적으로는대

학도서관에서도 일반열람실을 도서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서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각 단과대학내에 열람실을 설치하는 것과 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일반열람실을 자료열람실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

이 일반열람실 문제를 풀어간다면 개방에 따른 도서관 출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 개방을 촉진시키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출입은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권 또는 이

용자카드를발급할경우에는가급적간편한절차를마련하는것이좋을것이다. 또한일

반열람실이외의시설, 즉세미나실, 강당등은학생과같은수준에서개방하는방향으로

나가는것이좋을것이다.

5.2.3참고봉사측면

지역주민들에대한참고봉사도적극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것은직접적인정보

제공은 물론 대학이나 도서관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도서관 홍보의 계기

가 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도서관 PR의 수단은 바로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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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있는사서의적극적인서비스이다. 이용자는친절하며성의있게자신의요구

에 응하는 사서에게 친 감을 느끼며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

지를갖게된다. 이것은결국대학도서관개방의최종적효과가될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 안내 서비스, 지역사회를 고려한 특화자료 구축과 개방

이필요하다. 그지역의특성에맞는자료의체계적인정리와이들자료의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구축, 희귀자료 지역자료실 구축, 창업지원자료실, 지역특산물자료실 등을 설치

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

가치창출도가능할것이다.  

5.2.4각종문화행사제공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상 , 음악

회 등이 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 중 적절

한자료를상 할수있다면지역주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을수있다. 

미국 블루밍턴에 소재한 인디애나대학교의 음악대학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

려져 미국내의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백성규

2001).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볼 때 대학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특화된

지역행사로성장한다면도서관만의문화창출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위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당국과 도서관 운 자들의 전향적인 의

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와 문화로부터 소외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들을 위한 지역 정보서비스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도서관 이상의 실

현과공적자원의사회환원이라는차원에서고려되어야한다.

6. 결론및제언

국내에서는 최근 대학생들이 주측이 되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운동이 일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왜 해야하는 것일까?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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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자

고주장하는것일까? 또한하고있는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1996년 국에서 보고된‘도서관 파업의 향에 대한 연구’가

시사점을제시한다. 1995년여름셰필드도서관이 8주간문을닫았는데, 사람들이그시간을

어떻게메웠는지를알아보고자도서관이다시문을연뒤 500명이상의도서관이용자들을

인터뷰하 다. 연구결과응답자의절반이상이도서관의사회적가치때문에도서관을아

쉬워하거나, 도서관이이미그들의삶에필수불가결한요소이기때문에도서관을그리워

했다고응답했다. 그들은책을빌리거나정보를찾아야하는필요가있건없건간에도서관

에가는경험을즐기고있었다. ‘도서관에가는것은그들의삶의질에매우중요한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교육이 부족하고 빈곤한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라고 보고서는 밝

히고 있다. 도서관 파업 중에 도서관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도서관을 대신한 이용자는

응답자의 1/10에도미치지못했다고한다(Proctor, Usherwood and Sobczyk 1996). 

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다. 도

서관은우리에게삶의일부로존재하고있는것이다. 정보를찾는사람들에게는더욱그

러한공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공도서

관시설이선진국에비해미약하다. 따라서문화적기반시설이약한지역사회내에서대

학의역할은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지금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허락해준 것이

므로 대학은 자신이 소유 또는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

무가있다. 따라서지역사회와함께협력하여지역내의진정한문화의공간이자정보공

유의 광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대학

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알권리와 정

보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 이념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 실천, 정부

의지침등을이유로계속적으로확대될것이며, 그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대학도서관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제2의 정보

를창출해낼수있는원동력을갖게될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개방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입장 천명이 필요하다. 견지

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요구의 주요 요인이 결국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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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때문이므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 다른 관

종도서관의발전에동반자적자세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개방은사실상도서

관간상호보완과상호협력을염두에두고추진되어야한다. 다음은일반열람실등일부

기능의 개방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활동이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지역의 공

공도서관이나 관련 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기본입장을견지하면서구체적인개방전략과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효과적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해서는 개방문제를 다룰 교직원, 학생, 지

역주민, 다른도서관관계자등이함께참여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운 하는것도필요

할 것이다. 또한 세 한 개방원칙을 사전에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함으로

써갈등과문제의소지를사전에차단하는주도면 한준비와실천이필요하다.

정부도 단순히 대학자원의 지역사회 개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대학

에대해서는대학자원, 특히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따른대학의인적, 재정적부

담에적절한지원과보상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이 도서관 운 에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방을

통해 도서관 운 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잘 활용하면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문제를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인식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慶應義塾圖書館. 2000. “For External Users”. [cited 2003.4.27.]. <http://www.mita.lib.

keio.ac.jp/service/guide/for_extermural_e.html>.

■교육인적자원부. 2002. 11. 29. 『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고려대학교 올리브. 2003. “OLIB”. [cited 2003. 4.23.]. <http://www.kujachi.

net/bbs/zboar-d. php?id=olib>.

■고성순. 1999.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국민대학교도서관. 2002. “특별열람증”[cited 2003.4.22.]. <http://kmulmf.kookmin.

ac.kr/index_11.html.>.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25

■곽주원. 2000. 대학도서관이이웃으로태어나고있다. 『문화도시문화복지』, 73: 36-39. 

■경남대학교도서관. 1998. “지역민과 함께 하는 중앙도서관”.  [cited 2003. 4.20].

<http://lib-rary.kyungnam.ac.kr/>.

■경북대학교도서관. 2001. “이용안내”. [cited 2003. 4.20.]. <http://kudos.knu.ac.kr

/html/1-03-05.htm>.

■김기문. 1999. 지역사회와대학도서관의역할. 『도서관운동』, 5(3): 8-20.

■김 호. 2000. 지역주민정보서비스구축운 사례 :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센터로
서의 대학도서관 발전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정보서비스 우수
사례집』. 서울: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한곤. 1993. 대학과지역사회의역할과기능. 『 남대새마을지역개발연구』, 14 : 235.  

■新潟大學圖書館. 2000. “Service”. [cited 2003.4.28.]. <http://www.lib.niigata-u-

.ac.jp/Services/Simin/simin.html>.

■동의대학교중앙도서관. 2001. “중앙도서관 특별열람증 발급 안내”. [cited 2003.5.3.].

<http://delias.daongeui.ac.kr/sub_01/lib_open_index.html>.

■『동아일보』. 2001. 경북대도서관주민개방논란. 5월 9일. 

■동양대학교도서관. 1994. “지역주민서비스”. [cited 2003. 4.20.]. <http://dyuci.

dyu.ac.kr/lib.asp?tm=m2&type=type2&mm=ol>. 

■박석돈, 남 욱. 1997. 대학의지역사회개방을위한기초조사. 『사회교육학연구』, 3(1):
65-98.

■박경원. 1997. 지역정보센터로서의대학의역할.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논총』, 12: 9.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2003. “알립니다”. [cited 2003.5.2.] . <http://magic.

pwc.ac.kr/Defau-lt.aspx>.

■백성규. 2001.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강남대학교도서관 문
화학교사례-. 『제39회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180-200.

■埼玉大學?書館. 1999. “Community and University Information Exchange Plaza”. [cited
20 03.4.27.]. <http://www.lib.saitama-u.ac.jp/ug/esub11.htm>.

■송 희. 2001.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449-466.



26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연구

■서원대학교. 2002. “외부이용자관리내규”. [cited 2003.4.22.]. <http://www.seowon.

ac.kr/up-frame.php3?main1=http://lib.seowon.ac.kr>.

■움베르트 에코. 조형준 옮김. 1994. 『철학의 위안 : 기호/커뮤니케이션/철학』. 서울: 새
물결. 

■원광대학교. 2001. “중앙도서관 지역사회에 개방”. [cited 2003.4.22.]. <http://lib.

wonkwang.ac.kr/open/open.html>. 

■윤희윤. 1996. 『대학도서관경 론』. 대구: 경인문화사.

■윤주성. 2001. 『지역사회를위한대학도서관의당면과제및기능제고방안?. 석사학위논
문, 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원. 

■『오마이뉴스』. 2000. 대학의닫힌도서관을시민에게열어달라. 5월 2일. 

■———. 2000. 한국의도서관, 미국의도서관. 11월 24일.

■———. 2002. 도서관출입통제기를철회하라. 7월 31일

■———. 2002. 대학도서관과언론에대한단상. 8월 2일.

■이광자. 1999.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논문집』, 7: 74. 

■이만희. 2000. 『대학과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
학교대학원. 

■이시 . 2001.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일고. 『사대도협회지』,  2: 167-175. 

■이종해. 2002.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서원대학교도서관 지식정보공유사업 전
개사례-. 『제40회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116-133. 

■이현청. 1993. 미국대학도서관의개방체제와운 현황. 『대학교육』, 65: 50-55.

■ 이화여자대학교올리버. 2003. “OLIVER”. [cited 2003. 5.2.]. <http://funny-

star.net/oliver>.

■전북대학교도서관. 2003. “이용자서비스”. [cited 2003. 4.20]. <http://dl.chonbuk.ac.kr/

dl-search/TGUI/Theme/Chonbuk/main.asp>.

■『전북일보』. 대학도서관완전개방‘딜레마’. 10월 10일.

■정경란. 2001. 대학도서관의 개방사례 연구 : 경남대학교 도서관‘대출서비스’를 중심
으로. 『사대도협회지』, 2: 133-147.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27

■정병진. 2000. 지역정보화를위한대학도서관의역할. 『사대도협회지』, 1: 153-163. 

■———. 2001.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 W대학을 중심으로. 『제39회전
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151-179. 

■———. 200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2(4): 395-418. 

■정 근. 1993. 독일대학도서관의기능과특성. 『대학교육』, 65: 56-63.  

■조석주. 2000. 『대학도서관의 PR』. 남대학교. [cited 2002.4.1]. <http://libs.yeoungnam.

ac.kr/~news/n13/n1305.htm>.

■진창남. 2002.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
학원사회교육전공.

■ALA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975. “Access policy guidelin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10: 322-323. 

■Brindley, Lynne. 1990. “Service to external users”. In Academic Library Management.

Library Association.

■Deale, H. V.. 1964. “Campus vs Community”. Library Journal, 89(8): 1695-1697.

■Draft, Revised. 1975. “Goals and objectives”. American Libraries, 16(1): 39-41.

■Kunoff, Hugo. 1982. The Foundations of the German academic library. Chicago, ALA.

■Macdonald, Gina and Sarkodie Mensah, Elizabeth. 1988. “ESL student and American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9(5): 425. 

■ Josey, E. J.. 1967. “Community use of academic libraries : a symposium : implication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8(3): 184-202.

■Mitchell, Eugene S.. 1992. General Circulation Policies for Private Citizens : The

Practices of Publicly Supported Academ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 Nicewarner, Metta and Simon, Matthew. 1996. “Achieving community borrower

compliance with an urban university library’s circulation policies : one

university’s solu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2(6): 435-439.

■Piternick, Anne B.. 1979. “Problems or resource sharing with the community : a case



28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연구

stud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3): 179.

■Proctor, R., Usherwood, R.R., Sobczyk, G.. 1996. What do people do when their Public

library service closes down?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the Sheffield

Libraries strike.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 Schneider, Tina. 2001. “The regional campus library and service to the public”,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2): 122-127.

■Steward, Jean. 1984. “Open doors for university libraries”. Assistant Librarians, 77(6): 90.

■Stewart, Alva W.. 1963. “Open-door policy”. Wilson Library Bulletin, 37(10): 360-362.

■ Stive Coffman and Helen Josephine. 1991. “Doing it for money”Library Journal,

116(17): 32-36.

■ University Library Bochum. 1999. “Lending Procedure”. [cited 2003.4.26.].

<http://www.ub.ruhr-uni-bochum.de/digibib/UB_engl.html>.

■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at Urbana-Champaign. 1999. “Central Circulation and

Book-stacks Department Circulation Policies”. [cited 2003.4.25.].

<http://www.library.uluc.edu/LIBRARY/CIRC/policies.htm#valid%20lDs>.

■———. 1999. “Library Services”. [cited 2003.4.25.]. <http://www.library.uluc.edu/

friends/index.php?page=services_inc.html>.

■ University of Oxford Bodleian Library. 2001. “Admissions information”.  [cited

2003.4.26.]. <http://www.bodley.ox.ac.uk/guides/admisfrm.htm>.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1998. “Library services for visitors”. [cited 2003.4.26.].

<http://www.shef.ac.uk/library/libdocs/ml-rs18.htm>.

■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2000. “Visitor Card Policies”. [cited 2003.5.4.].

<http://www.library.utoromto.ca/services/card/cash_services.html>.

■ University of Viginia Library. 1999. “Circulation Policies”. [cited 2003.4.23.] .

<http://www.lib.virginia.edu/policies/circpol.htm>.

■Venkateswarlu, T.. 1980. “Usage of university libraries by non-academic communit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ald of Library Science, 19(1-2):

153-158.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29

1) 부산여자대학도서관사서(chjeon@selsong.pwc.ac.kr)

목차

<Abstracts>

1. 들어가며

2. 지역사회와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2.1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

2.2 어린이도서관실태

2.3 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3. 부산여자대학어린이도서관운 사례

3.1 추진과정

3.2 목적및봉사대상

3.3 특징

3.4 주요시설

3.5 LI

3.6 운 및서비스

3.7 추진효과

3.8 문제점및개선방안

4. 맺으며

<참고문헌>

지역사회를위한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전창호1)

<Abstra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model of service to children in academic

libraries to communities. First, introduces a extension trends of academic libraries to

communities and status of children’s library services in Korea. And then, considers a

purpose, expectation, and effect of execution services to children in academic

libraries to communities. Lastly, describes an case of management and services of

Children’s library at Pusan Women’s College as public service to children in

academic libraries to communities.

키워드 : 지역사회, 대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서비스, Communities, Academic

libraries, Children’s libraries, Service to children



30 지역사회를위한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1. 들어가며

아동기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스스로책을읽기를, 혹은아이들에게책을읽으라는주문만하 을뿐실제로

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기반이란 다름 아닌 도서관을 말한다. 어린이들이 책과 접하고, 책에 보다 친

근하게다가갈수있는최상의인프라는바로어린이도서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책을 고르고 구입하는

일 모두를 가정과 개인이 해결하거나2), 독서지도나 어린이도서방문대여업이라는 사

(私)독서에 의존하여 왔다.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적

역이 팽창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이미 사독서시장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못 느껴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의문 모두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부족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방송사의‘!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기적의 도서관’프로

젝트로부터 점화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매우 고무적인 현

상임에 틀림없다. 대중매체가 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며3),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도서관계에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새로운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최근의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물결에 주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대

학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서비스를 제언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의 지역사회 개방의 동향과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운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도

서관의 어린이서비스의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 사립대학이 개관, 운 하

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이상금, 『그림책을보고크는아이들』, 사계절, 1998. p. 171.

3) 도정일, “아동사보타주’를없애려면”, 경향신문 2003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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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희윤, 『대학도서관경 론』, 경인문화사, 1996. pp. 7-10.

5) 김도수, 『평생교육』, 양서원, 1994. p. 194.

6) 岩猿敏生, 大城善盛, 淺野次朗 共著; 박준식, 이애란 공역,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 』, 계명대

학교출판부, 1997. p. 45.

7) 岩猿敏生, 大城善盛, 淺野次朗共著; 박준식, 이애란공역, 전게서, pp. 149-150.

2. 지역사회와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가등장하게된배경으로는내적요인으로대학의사회봉사

기능의 구체화 의지, 외적요인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동향,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그리고

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유형및방법을살펴본다.

2.1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집약할 수 있다. 19세기 민주주의

의 이념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미국의 주립대학들은“사회

의 모든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목적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현실

적 요구에 충실히 봉사한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지향하 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으로 정착되었다.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연장 내지 부산

물로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봉사활동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의료봉사와 노력봉사, 각종 기관과 단체의 위원회 활동, 전

시·관람회, 지역주민에 대한 공개강좌,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산학협동, 대

학및도서관의개방등이있다.4) 이에 대학은 사회봉사기능으로서혹은대학확장의일

환으로서도서관을지역주민에게완전히개방할5) 것을요구받고있다. 

유럽의경우대학도서관은공공도서관으로서의기능도겸하 기때문에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도 1892년의 시카고대학이 대학교육의 개방으

로서 공개강의와 통신교육 등과 함께 도서관의 개방을 실시한 이후 외부 이용자들에게

대학도서관 출입 및 자료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6) 일본에서도 이미 96%

의대학도서관에서외부이용자에게관내열람과복사서비스, 대출, 정보검색서비스를행

하고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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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서강대학교로욜라도서관에서지역내교사를대상으로공식적

으로외부이용자에대한개방을실시한이후국공립대학뿐만아니라사립대학들도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지방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시

설개방,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

개방을적극추진하고있다.8) 더욱이그동안의대학도서관개방이대학본부의결단에의

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서울지역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집단의 소속

대학에 대한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9)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 대학도서관을 공공재로서의 국가기반시설로 보고10) 대학 구성원들에게 크게 해가 되

지않는한도서관을개방하도록적극권장하고있다.

이렇듯 대학내부의 인식 변화와 대학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거스를수없는시대적물결로다가왔다. 그러나계획성없는대학도서관의개방은자칫

책대여점 또는 일반열람실(공부방)의 이용으로만 한정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으

로는 대학도서관의 퍼블릭서비스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부정적인 향을 주지 않겠느

냐는 기우도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는 단순히 도서관 출입문

을‘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개념의‘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의

목적과캠퍼스의지리적여건, 지역사회의특성과요구사항등제반조건을분석하여‘특

성화된 서비스’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특성

화 서비스로는, 전시회, 독서토론회, 강연회, 음악회 등‘문화프로그램의 제공’11)12), 지역

사회 내 희귀자료의 수서를 통한 지역자료실의 구축, 창업지원 자료만을 모은 창업지원

자료실, 지역 특산물 자료실의 설치 등을 통한 특화자료 중심의‘열람서비스 및 DB 구

8) “지방대지역주민껴안기’적극추진”, 연합뉴스 2003년 5월 6일. <http://www.yonhapnews.

net/news/20030506/271500000020030506090328K8.html>

9) 고려대학교 자치단위연대‘도서관 개방 프로젝트’, <http://www.kujachi.net/bbs/zboard.

php?id=olib> ; 이화여자대학교퍼니스타‘지역여성과함께하는대학도서관프로젝트’, <http:

//www. funny-star.net/oliver/>

10)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및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3. p. 24.

11) 곽주원, “대학도서관이 이웃으로 태어나고 있다”, 『문화도시 문화복지』73호, 2000. p. 37.

<http:// www.kcpi.or.kr/database/bokji/73/73_9.html>

12) 백성규,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 강남대학교 도서관 문화학교 사례”,

『제39회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2001. pp.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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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3), 대학도서관의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한‘학교도서관14) 또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산학협동 차원의 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산업기술정보서비스’15) 그리고, 지역

사회어린이서비스등의방법을들수있다. 

2.2 어린이도서관실태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이 출현한 것은 극히 최근으로서 미국은 1920년대

에, 국은 1930년대에 아동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

다.16)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는 그 형태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초등

학교의 도서관, 그리고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인 공공도

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은 1923년 경성도서관의 아동열람실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효

시라 할 수 있다. 이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설치율은 1976년 45%에서 1981년

64%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80%의 공공도서관에서 평균 132.8㎡의 공간에 12,344책의

자료를두고있다.17)

어린이전용도서관은 다시 운 주체로 구분하면 국공립어린이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

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도서관으로는 1979년‘세계어린이의 해’를 맞이하

여서울사직공원에세워진서울시교육청산하의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과 2003년 2

월에 개관한 서울시 노원구청 산하의 노원어린이도서관의 2개관이 대표적이며, 단독건

물을 가진 국내 유이(唯二)의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18) 또한, MBC ‘!느낌

13) 김기문, “지역사회와대학도서관의역할”, 『도서관운동』제5권 3호, 1999. p.16-17

14) 이충훈외, “학교도서관지원을통한한양이미지확대방안”, 『학술정보관』8호, 2002. pp. 46-51.

15) 한양대학교 안산학술정보관 산업기술정보실, <http://information.hanyang.ac.kr/dlsearch

/DLLocal/ LOC/HTML/special_q/tech_into.html>

16) 한국도서관협회편, 『도서관정보관리편람』, 한국도서관협회, 1994. p. 227.

17)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 233-241.

18) 많은 사람들은 단독건물을 가진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우리나라에 2개관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

건물에서 어린이에게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김 석, “작은도서관운동이필요하다”, 『도서관문화』제44권제2호, 2003. p. 33.) 일

례로 일본 도쿄에 있는 국제어린이도서관도 어린이용이라기보다는 어린이문학 연구자를 위한

곳에 가깝다.(안철흥, “어린이 도서관 첫 삽 새로운 도서관 문화 첫발”, 『시사저널』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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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팀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공동으로주관하고있는‘기적의도서관’사

업에 의해 2003년 5월 현재 대구시 달서구, 전남 순천시, 충남 금산군, 강원 태백시, 제주

서귀포시, 충북 청주시, 충북 제천시, 울산 북구, 경남 진해시, 경기 고양시 등 10개 지역

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어린이전용도

서관건립을추진하고있어, 공립어린이도서관은획기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는 에스콰이아 문화재단이 1990년에 서울 상계동 1호관을 시작

으로 국내에 14개, 해외에 8개관을 개관한 인표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80년 이후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세운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늘어나, 현재 어린

이작은도서관협의회19) 소속 20개관, 200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공부방에 세워

진 10개관,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20) 21개관 등 100여 개의 사립어린이도서관이 있

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규모나 시설, 장서는 문고에 준

하는 수준으로서 평균적으로 30여 평의 공간에 3,000권에서 5,000권의 선별된 장서로 1

일평균 30여명의이용자에게서비스하고있다.21) 어려운여건임에도불구하고사립어린

이도서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

분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 이용자에게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수있겠다. 

2.3 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

구미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처럼 자유롭게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도서관에서는 그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도서를 준비한 곳이 많다.22) 일본에서도

2003. <http://www.e-sisa.co.kr/~sisa/sisa_main_view.php?id=8659&kind=11>) 따라

서어린이도서관이란어린이를위하여특별히마련된단독건물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라, 어린

이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장과 기능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숙희, “일

본의어린이도서관서비스현황”, 『도서관문화』제44권제2호, 2003. p. 18.)

19) http://cafe.daum.net/ilovei/

20) http://cafe.daum.net/mchildlibrary/

21) 전 순, “민간어린이도서관현황”, 『도서관문화』제44권제2호, 2003. pp. 35-36.

22) 실증사례로서 한 유학생은“아이들과 동화책을 실컷 보고스터디룸에서 마음껏 떠들다왔다. 미

국 대학도서관에서는 유모차나 아이들이 뛰노는 풍경이 낯설지가 않다.”고 경험담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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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敎대학越谷도서관, 流通대학도서관등은대학도서관내에아동열람실을만들고아동도

서를비치하여이용케하고있다.23)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대학도서관이외부이용자들

에게 개방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학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므로
24), 현재까지는태동기라볼수있다.

대학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는 목적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가 동반한 자녀들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는 유형이고 둘째, 대학의 어린이 관련학과를 위하여 아동문학 및 어린이도서를

독립된장소에배가하거나특수장서(special collection)실로마련하여이를퍼블릭서비스

로 확대하는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인 목적

으로대학도서관내에어린이열람실을구축하는유형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례로는, 대학도서관은 아니지만, 입법정보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회도서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개관한 국회어린이도서실을 들 수

있다. 이 곳은 국회도서관 이용자들이 동반한 자녀들을 위하여“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과 더불어 올바른 도서관 이용 습관을 길러주고, 민주정치의

산실인국회에대해자연스럽게관심을갖고친근해질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

목적으로국회도서관 1층 30평의공간에약 2,000여책의장서로 2002년 5월 5일에개관

하 다.25)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이 없는 것을 많

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실정에서26) 국회도서관의 그와 같은 노력은 큰 의의를 가지는

사례로평가받고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미국에서는 Princeton University의 Cotsen Children’s Library27),

(김동렬, “고객만족을 목표로 정보를 서비스한다 : USC 토머스 쿠퍼 도서관의 사례”, 『미래의

얼굴』통권 30호, 1999. p. 31. <http://future.lg.co.kr:8888/oldwebzine/future9905

/focus/focus_9.html>)

23) 고성순, 『대학도서관의지역사회개방에관한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p. 54-55.

24) 전주교육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 그리고 칼빈대학교 외에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4년제 K

대학과 2년제 S대학등에서도어린이도서관서비스를계획하고있다.

25) “국회어린이도서실개관”, 『국회도서관소식』2002년 5월. p. 2.

26) 오진원, “’국민 책읽기’뒷받침 외면”, 한겨레신문 2002년 12월 16일. <http://www.

hani.co.kr/ section-005006001/2002/12/005006001200212151553318.html>

27) http://www.princeton.edu/~cot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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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tate University(Fresno) Henry Madden Library의 Arne Nixon Center28),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의 de Grummond Children’s Literature Collection29),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Library의 Model School Library30) 등이 널리알려져

있는데, 이들 도서관에서는 특수장서(special collection)로서의 어린이도서를 수집하고

있으며특히역사적으로가치있는아동문학장서를보유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전

주교육대학교 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으로서, 2001년 특성화사업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교육대학의도서관소장자료인초등교육관련자료를중심으로어린이관련자료

를 일정한 방침에 따라 개발 및 특성화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어린이교육의 전

문성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에 교육·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60여 평 규

모에 7,700여 책(현재 22,700여 책)으로 2002년 5월 5일에 개관하 다.31) 이러한 유형은

대학 내에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실행 가능

한 모델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대구대학교 도서관 등 어린이도서를 별도로 배가한 대

학도서관이 상당수 있지만, 국내에서 본격적인 지역사회 어린이서비스로 확대한 사례는

전주교육대학교가최초이다.

세 번째 유형은 칼빈대학교도서관에 설치될 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칼빈대학교어린이도서관은 구성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 서북부시민연대가 열

악한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대학 측에 건의하여 이를 대학

에서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뤄졌으며, 도서관의 일반열람실로 사용하고 있는 80여 평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칼빈대학교는 어린이들의 도서

관 이용편의를 위해 학교용지에 진입로를 따로 개설할 계획을 세웠고, 용인시도 적극적

으로 나서 도서관 내부수리 및 진입로 개설, 도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한다. 주민들또한시의도움과는별도로도서기증및성금주민운동을펼치고있고,

지역내 10여개기업체에서도도서기증이나후원금형태의협찬을검토하고있다.32) 이는

28) http://arnenixoncenter.org

29) http://www.lib.usm.edu/~degrum/

30) http://lweb.tc.columbia.edu/cs/modelsl/index.htm

31)김연례, “대학도서관의 특수장서로서의 어린이장서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전주교육대학교

어린이도서관특성화를사례로”, 『도서관』제58권제1호, 2003. pp. 99-100.

32) “대학도서관내에어린이도서관설치”, 인천일보 200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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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외부에서부터추진된유형으로서민·관·산·학이참여하는흔치않은사례로기

록될것이다.

3. 부산여자대학어린이도서관운 사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최근

부산여자대학이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의 추진과정과 목적, 운 및 서비스, 추진효과 등

을살펴보고자한다.

3.1 추진과정

부산여자대학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남/제주 지역의 유일한 여자대

학으로서 여성직업으로 적합한 아동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하여 아동학 관련학과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 특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

대학 특성화 사업33)에 선정되었다. 본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던 바, 상기 재정지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어린이도서관개관을추진하 다.

진행과정을 기술하면, 2000년부터 도서관의 지역사회 봉사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 으며, 2001년 중앙도서관 건물 신축시 일부 면적의 어린이도서실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시공하 다. 2002년 6월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

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002년 12월부터 내부수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이때까

지만 하더라도 교내의 교수, 학생들 중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준비에 격려를 보내는 계층

33) 교육부는전문대학의특성화노력을지원하고촉진하기위하여 1999년부터특성화사업에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고부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정착시키고, 학교별 비교

우위를 갖춘 갖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육발전 중장기 전망』,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2001.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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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던반면, 일부는대학캠퍼스내에왜어린이도서관을개관하느냐며곱지않은시

선으로 바라보기도 하 다. 하지만 다행히(?) 2003년 1월부터 공중파 방송인 MBC ‘느낌

표’프로그램의“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확산되는계기가마련되었을뿐만아니라교내에서도어린이도서관개관을적극

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중앙도서관의 지하 1층 115여 평의 공

간을개조한어린이도서관이 2003년 3월 12일개관식을갖게되었다.

3.2 목적및봉사대상

3.2.1 목적

내부적인목적으로는본대학의아동관련학과의아동독서지도, 아동문학교과의실습

환경을지원하기위함이며, 외부적으로는지역사회어린이들을위한독서, 문화, 교육, 정

보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문화에 기여

하고자한다.

3.2.2 봉사대상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 대상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를 주이용자층으로 설

정하 다. 또한본대학의아동학특성화가주로 아보육, 유아교육및초등학생의방과

후지도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어린이도서관의장서는 0세에서초등학생까지를대상으로,

시설환경은사물에대한흥미와호기심이높은 5∼7세의유아를중심으로구성하 다. 

3.3 특징

본 도서관은 기존의 어린이도서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언어, 사회성, 지능, 창의력의 발달 요소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끔 독서, 예술,

놀이, 컴퓨터 역을 통합한‘통합형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최근 유아교육의 경향은 유

아의 창의력을 계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통합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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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각종 교구와 다양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다양한 신체운동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유아의 인지·사고력은 물론 창의력과 감성까지 계발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도서관은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독서공간

으로만머무르지않고어린이교육기관으로확장될수있다.

둘째, 도서관의 모든 교구와 기자재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해 봄으로써 흥미와 호

기심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는‘체험형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John Dewey의 진보주의 교육이

론, 직접참여하는자유로운활동이가능한환경제공과성인의역할을안내자로규정하

는 Maria Montessori의 교육이론, 어린이는 대상물을 직접 만지고 움직여 보면서 파악하

며새로운대상물과상황뿐아니라기존의익숙한것들까지도비교·분류·분석하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 Jean Piaget의 아동발달이론

등대부분의교육사상에서체험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셋째, 책을 대출하고 바로 돌아가는 도서관이 아닌, 장시간동안 관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체재형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딱딱하고 지루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도서관이란 흥미 있는 곳’,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곳’

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역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

하며쾌적한환경을조성하 다. 

3.4 주요시설

3.4.1 도서 역

2003년 3월 현재 어린이도서는 적용연령으로 나누면 0∼3세 354종, 4∼5세 809종, 6∼

7세 1,311종, 초등학생 이상 1,178종 등 3,652종의 5천여 책을 갖추었으며 매년 1천여 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비도서 200여 점과 학부모 및

유아교사용 단행본 300여 책, 멀티동화(e-Book) 372종, 잡지 6종 등을 비치하고 있다. 또

한 어린이가 쉽게 책을 고를 수 있도록 3단 서가를 설치하 으며, 열람석은 별도의 공간

으로두지않고곳곳에다양한형태의의자와테이블을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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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 역 [그림 2] 역할놀이 역

3.4.2 역할놀이 역

역할놀이란 유아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다양한 역할을 모방하거나 TV, 책

을통해접한인물이나사건을상상하여놀이를말한다. 친구들과역할놀이를함께하면

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역할놀이에서

내면적욕구를표현하고자아를성취하여정서적안정을얻게되며, 여러역할이나상황

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놀이하면서 추상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 지적 발달을 이루게

되고, 놀이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창의력이 증진되며, 친구와

대화를하면서어휘력과의사소통능력, 읽기와쓰기의기초능력이발달한다.34)

유아의 역할놀이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소꿉놀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경험해 본 병원, 가게, 미용실, 음식점놀이와 자동차놀이와 책이나 TV에서 본

로보트 ,우주선놀이등내용이다양하다. 역할놀이를위한환경은가정또는사회를축소

하여 놓은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성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모방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므로 놀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제의 물건들과 실물에 가까운 소

품을 마련하 다. 역할놀이 역은 본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코너의 하나이며, 유

아들이새로운경험을해볼수있도록주기적으로환경을바꿀예정이다.

34) 이숙재, 『유아놀이활동』, 창지사, 200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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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음률/미술활동 역

음률 역에서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여 소리의 차

이를 판별하고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소

리를 낼 수 있는 멜로디악기(실로폰, 전자피아노 등), 리듬악기(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

이앵 등), 전통악기(장구, 징, 북등) 등다양한악기들을준비하 고특히, 아를위하

여 많은 종류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음원 CD 플레이어 및 소리 나는 그림책 등을 비

치하 다.

미술 역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역이다. 이 역은 만들기, 그리기, 자르

기, 칠하기, 구성하기등다양한미술활동이이루어지는데, 책읽기가끝난후독후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면 바람직하다. 작업활동을 위해서 그리기 도구(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붓 등), 만들기 도구(가위, 풀, 테이프 등), 교구의 보관을 위한 공간, 미술활동을 위한 공

간, 미완성작품의보관및완성된작품을전시할수있는공간등을마련하 고, 어린이

용앞치마등을준비하여마음껏작업을할수있게하 다. 

3.4.4 과학 역

물질의 성질, 자연현상 등을 감상하고 탐구, 이해하기 위한 역으로서, 어린이들이 호

기심으로 관찰을 하거나 탐구할 수 있도록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기자재를 설치하 다.

이러한과학기자재들은향후다양한주제로교체할예정이다.

3.4.5 쌓기 역

쌓기 역은 다양한 블록을 이용하여 구성놀이를 하는 곳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블록으로구성하며표현해볼수있고, 자신들이만든쌓기구성물을이용하여역할놀이

도이루어질수있다. 쌓기놀이는통해사회적기술및인간관계의발달, 긍정적자아개

념형성에도움을준다. 

3.4.6 스토리텔링실

어린이들이 폐쇄적이고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스토리텔링실은 쌓

기 역과 함께 복층구조물로 설치하 다. 즉, 위층에는 마치 다락방과 같은 쌓기 역이,



35) 정미라외, 『어린이와멀티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p. 187.

아래층은 낮은 천장의 스토리텔링실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텔링실은 부모 또는 사서

가여러명의어린이들에게책을읽어주거나이야기를들려주는곳이다.

3.4.7 컴퓨터실

컴퓨터의 활용은 어린이들에게 언어경험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컴퓨터

사용시 유아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 불평등의 출현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정상아와장애아간의사회적상호작용을촉진하고매개체역할을할수있는장

점이 있다.35) 유아용 테이블 및 의자, 보안경 등을 설치하 지만,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어린이의시력감퇴, 전자파노출, 신체통증, 근육골격의손상등을유발할수있음에따

라컴퓨터실은오전및오후각 1시간씩개방하고있다.

3.5 LI

LI란 Library Identification의 두문자어로서, 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시각

적인 LI가반드시필요하다.

3.5.1 로고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의 모토인 Magic Library는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하여독서습관을기르고여러친구들과의다양한놀이활동과체험활동을통해사회성

을발달시키며꿈과희망을키워가는도서관을뜻한다. 유년기시절의도서관이용을통

해 마치 마법(magic)에 걸린 것처럼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져있다.

3.5.2 엠블렘

도서관의‘ㄷ’을바탕으로퍼즐놀이를형상화한부산여자대학어린이도서관의엠블렘

은어린이들의창의력과지적개발을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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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캐릭터

호기심 많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의 캐릭터 마키는 매직

(magic)과키드(kid)를조합하여명명하 다.

[그림 3] 어린이도서관로고

< 문>

<국문>

[그림 4] 엠블렘 [그림 5]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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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운 및서비스

3.6.1 이용규정

1) 개관시간

도서관이용시간은평일은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오전 10시부터오후

1시까지이다. 다만 3∼6월, 9∼12월은토요일도오후 5시까지개관하며일요일과공휴일

은휴관일이다.

2) 대출회원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대출회원에 가입하면 가족단위로 1회 2책을 10일간 대출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http://magic.pwc.ac.kr)를 통해 도서의 검색, 대출현황

및 대출연장 등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회원은 가족 모두가 연중 무료로 입관할 수 있으

며, 도서관이제공하는부가적인혜택을받을수있다.

3) 입관료

도서관을이용하려면연령에관계없이소정의입관료를내어야한다. 입관료를부과하

는이유는첫째, 도서관과같은공익적목적의공공기관도최소한의운 비가있어야봉

사활동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함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증이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용료를 지불

한 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셋째, 도서관 이용료는 운 비로 환원될 것임을 주지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 자

료와비품을소중히다루게끔하기위함이다.

입관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게끔 대중교통요금보다도 낮게 책정하 기 때문에

입관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은 거의 없는 편이며, 자주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일일입관료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이드는대출회원으로가입하고있다.

3.6.2 단체견학

체험학습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단체견학시에는 도서관 이용법, 이야기시

간, 멀티동화상 , 자유이용등의프로그램이이루어진다. 본도서관의단체견학은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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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로부터 1개월이전에예약해야할정도로인기가높다. 단체견학프로그램의부수

적인 효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에 와서 흥미를 느낀 유아가 나중에

부모를동반하여재이용하는사례가많다는점이다.

3.6.3 프로그램봉사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에서는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문화·예술활

동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

을누리지못한그들의정서적박탈감을다음세대들에게물려주지않기위해서인지, 어

린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그러

한문화적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하여본대학의각학과와의협력을통해지역의어린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린

이 다도(茶道), 인형극, 연주회, 율동, 마사지, 페이스페인팅, 어회화, 미술교육, 화상

, 부모교육, 체험학습등이있다. 

[그림 6] 어린이다도교육 [그림 7] 인형극

3.7 추진효과

3.7.1 언론의반응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전후하여 각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부산시청의 승인

에 의해 육교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 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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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인 홍보로 말미암아 동아일보, 국민일보, 소년한국일보, 부산일보 등의 신문매

체, 부산 KBS, TBN 부산교통방송 등의 방송매체, 꼬망세, 어린이동산 등의 잡지매체에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개관소식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언론보도 당일과 익

일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 다. 

3.7.2 이용자의반응

이용자의반응은뜻밖에도인터넷공간에서터져나왔다. 인터넷을이용한홍보마케팅

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포털사이트인 해오름(http://www.

haeorum.com)36)의 부산동호회에도서관개관소식및이용후기가올려진것이다. 생생한

경험담을전달하기위하여몇가지 을시간의흐름에따라다음과같이소개한다.

오늘mbc 느낌표에서기적의도서관선정지역을발표했다. 지난주방송을보고부산은아예참

여의사도없었다해서기대도안했지만그래도막상발표되고보니그지역주민들이참부럽다.

아이들이보고싶어하는책들다사주면좋겠지만그럴수없는형편이다보니한두번쯤도서

관생각간절했지만도서관은고사하고동네책대여점에라도아이들읽을책이많았으면하는마

음이었다.

가끔 마트나 서점에 가보면 바닥에 쭉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

리 아이들도 좀 더 크면 그런 곳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보게 해야 될까? 괜히 TV 잘 보고 좀 우

울하다.

기적의도서관은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많이좌우한다고하니여러맘들의참여로언젠

가부산에도꼭어린이도서관이생겼으면좋겠다.

2003-02-16 수수한

며칠전운전하고지나가는데왜육교위에광고판있잖아요. 씨가우리애들몸집만큼큰게

어떨땐표어도있고어떨땐공연광고도하는....

“부산여자대학어린이도서관개관”

깜짝 놀랐잖아요. 느낌표 보면서 야 좋겠다만 연발하고.. 도서대여업이 성행중이래서 친구랑

36)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 의하면 2003년 4월

현재출산/육아정보분야의접속률 1위인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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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업일거다, 도서관이 없으니 돈 주고 빌려주는 대여업이 잘되는구

나.. 

근데, 부산에도어린이도서관이새로문을연다네요. 너무반갑죠?

2003-03-12 쭌쭌맘

tv보고부러워만하다오늘쭌쭌맘 보고당장전화해봤죠. 오늘개관식하고낼부터입장가

능하데요. 책은 현재 5천권정도구비되어있다고하네요. 우짜든 간에정말반가운소식이아닐

수없습니다.

열븐, 일주일에꼭한번씩들러우리아이들에게좋은습관길러주자구요...... 

2003-03-13 지혜맘

날씨가우중충해서어디갈까.고심하다.. 선택한도서관!

별기대안했어요. 책도오천권밖에안되니, 뭐그다지....

근데생각외로넘재미있게놀다왔어요. 도서관에서놀다왔다니좀이상하죠?

기존의우리가생각하는.”정숙”의도서관이아니라, 말그대로아이들의도서관이더라구요..

부대시설이넘맘에들었어요.

미용실시설, 부엌&식당시설, 컴퓨터실, 미술책상, 인체관찰, 지구본관찰, 사진실(개인카메라

소지해서 배경판과 의상 맘대로 코디해서 촬 ) 방송실, 미끄럼틀과 블럭놀이방, 노래방, 자석

판,병원시설등등....

우리아이들정신을못차리더라구요..

책도출판사별로진열해놨는데, 우리아이들연령에는그정도면괜찮겠더라구요.

앞으로 더 많이 보충 된다니....공간이 좀 좁은 단점도 있지만...(애들 많이 오면 복잡하겠더라

구요..) 나름대로신경을많이쓴것같아서아이들엄마입장에서고맙기까지하더라구요..

이용인원이많아지면공간을넓힐계획도있다고는하던데....

일단함가보세요. 시설이다새거라서기분좋더라구요.... 

2003-03-15 지혜맘

오늘그말로만듣던부산여대어린이도서관에 큰맘(먼길이 거든요)먹고갔다왔답니다..

근데전별로...

아이들이놀이시설(?)에빠져서는본연의목적인도서관으로서의구실은아니더라구요..

책들은다들새책이라서좋기는했지만다양하지못했고...

그 어수선한분위기에서의독서는힘들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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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아들내미어지간한독서광인데도(앉은자리에서 2,3시간독서는거뜬) 책은 거들떠도

안보더군요.

도서관도아니고놀이시설도아니고과학관도아니고..

넘기대를많이해서일까요??

아무튼전아니 습니다.

해오름친구여러분들도직접체험해보시고각자스타일에따라판단해보십시요.  

2003-03-22 하늘따앙

전좋았어요.

지하구아래에서지적한소란스런분위긴좀그랬지만.

구좀춥더라구요.

제가생각한도서관의개념을확깨버린도서관이었어요.

책만되어있는것보단전오히려애들에게다가가기쉬워좋았어요.

딱딱한도서관이아니더라구요.

책열람한곳과놀이공간사이에문을달아분리를했음더좋았을것같기도하구.

책은많진않고실내도그다지크진않아요.

하지만작고아담해서전좋구책도좋은책들은다있더라구요.

쓸데없이책이많아도좀그런데알차게잘되어있는듯.

시간날때애들데리고놀며책읽기엔그만이겠던데.

가까우면자주가고싶은데멀어서...

그래도자주이용해볼려구요.

어수선하지만책을서너권읽어줬는데큰딸안보는거같더만내용을물으니대충알더라구요.

제생각에애들은넘조용한분위기보단이런분위기에더익숙한거같아요.

양정에사시는분들부럽네요.

해운대에도이런도서관생겼음하고야무진꿈을꿉니다. 

2003-03-23 딸기愛

나두도서관너무좋았는데, 어수선하고책도적고그런거에아주실망한님들이많으시네요.

제가보기에책수는적었지만한권한권정말로좋은책들만있는것같던데..

우리애들은어차피그렇게책잘읽는것도아니었고해서놀다가지치면한두권씩빼오는책

읽어주는재미가괜찮았거든요.

책만조용히읽어야하는도서관에서는오래있을수도없을테고...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49

앞으로 우리 식구는 별일 없으면 토요일마다 문 여는 10시에 맞춰 가서 2~3시간 놀다 올 작

정입니다. 그러다보면노는시간이좀줄고책읽는시간이많아지지않을까요? 

2003-03-23 치호&은호

토욜에 어린이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라, 아예 맘들한테 연락도 안하고 갔는데, 거

기서, 맘들을만났네요....난 토욜도원래서빈이랑둘이어서,,,담엔 같이가요... 전 토욜은한가

하거든요, 평일은서빈이웨스코다녀서여의치가않네요...,

애들 놀 수 있는 곳이, 여기 부산은 별로 없잖아요? (아닌가?) 애들만의 공간으로 참 좋습니

다...맘들께추천해주고싶네요....  

2003-03-23 서빈맘

조용하지 않은 도서관, 책만 있는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 이용자

들이낯설음을표출하 지만, 대다수이용자들은쌍수를들고환 하고있음을알수있

다. 한편, 본 도서관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떨어진 부모들의 경우 동호회 회원들끼리 가

까운 공공도서관을 문의하기도 해, 잠재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 동기의 형성에 긍

정적인 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3.8 문제점및개선방안

무릇인간만사에 완전무결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기에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수반하

게된다. 도서관개관이후드러나게된몇가지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

색해본다.

첫째, 비록 본 도서관이 5∼7세의 유아에 중심을 두었지만 초등학생 이용자가 예상보

다 적게 나타난다. 방과 후 학원수강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시설 및 자료 측면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도서관 이용료 문제이다.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립도

서관임을 인식하여 잘 따라주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즉,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에대한이용료면제방안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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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 인력의문제로서현재본대학중앙도서관의사서 1인이어린이도서관업무

를 겸임하고 문헌정보과 및 아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보조원들과 소수의 자원봉

사자들로 도서관을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 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

발이 힘든 실정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지자체에서 사립도서관에 인력이나 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본고에서는지역사회에대한대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의배경과유형, 서비스방안

을 살펴보고, 놀이중심의 새로운 어린이도서관 모델인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의 운

사례를 소개하 다. 본문의 사례가 어린이도서관의 최선의 모형일 수는 없겠지만, 새

로운시도로평가받을수는있을것이다.

서두에서언급한것처럼최근어린이도서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어린이전용도서관

도실제로세워지고있다. 어린이도서관을만드는분들은동화작가이동렬의다음과같은

조언에귀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보며이를인용하는것으로졸고를맺고자한다.

부모가 도서관에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서 도서관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자.

도서관은가기싫은곳이아니라, 가고싶은장소라는개념을심어주자. 도서관에가면내가

볼 책이 많고, 사서 선생님의 관심 속에 귀여움을 받으면서 그 책들을 맘대로 볼 수 있는 곳

이라는것을스스로경험하게하자. …자녀를도서관에가서놀게하자.37) 

37) 이동렬, “도서관은‘지식 놀이터”, 소년한국일보 2003년 3월 25일. <http://kids.hankooki.

com/kids /kid_parents/200303/kids20030325091334c5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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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평가기준적용을위한환경개선방안

조수련1)

<Abstracts>

Libraries are facing a critical situation where they should demonstrate their value as

a more independent organization rather than a secondary structure. They are

prompted to adopt management concepts and programs popular in business field.

Library evaluation is essential in this regard and should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practically on a regular basis.

This paper is intended to devise and suggest how to improve environment for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by reviewing and analyz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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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0년대 Lancaster가 도서관의 효율성과 성과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도서관은 2차적인 부속기관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 과 성과측정에서 한단계 발전한 형

태의 평가 개념을 도입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 능력 향상

을 위한 의사 결정 도구로서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관에서도 평가가 현재 도

서관이 하고 있는 업무 및 서비스를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경 의근간이되어야할중요한기능임을확인하고전세계적으로여러

가지 평가 관련 지침과 측정 지표들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평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성과측정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들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제시하고자한다. 

2. 도서관평가

2.1 평가의정의및중요성

평가는 도서관의 3대 자원인 사람, 장서,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기위해 필수

적인부분이다. 기관으로하여금각각이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를살피도록하여더효

율적으로 자원들이 활용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정의가 있겠으나 Hernon과 Altman(1996)에 따르면“평가는 조직이나 특정 프로그램,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수집하는 과정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의사결

정이나 정책수립 시 사용되며 그들의 유효성, 효율성, 효과 및 가치를 파악하여 개선을

제안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하고“결국, 평가는 계획과 자기발전 그리고 조직의 가치

를 나타내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개방형 조직에 있어 가장 생산적인 것이다.”라고

덧 붙 다. 또한 Lancaster(1993)는 ”평가가 지적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하는데유용한데이터를모으기위한것“이라고정의하 다. 

정의에서알수있듯이평가는단순히잘, 잘못을가려내는과정이아니라조직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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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

할수있으며서비스경쟁에서의낙오를가져올수도있다.  

2.2 평가의목적

평가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경 을 위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나열함으로써 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Lancaster(1993)는 평가의 목적을 다음의 4

가지로설명하고있다.

1) 단순히지금현재서비스의수준을보여주기위한“벤치마크”를수립하기위한

목적

2) 여러도서관이나서비스의성능을비교하기위한목적

3) 자체의존재를정당화하기위한목적

4) 앞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실패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가

능성에대한원인을파악하기위한목적

또한 Orr(1973)는조직의목표와연관지어평가의목적을다음과같이기술하 다.

1) 조직의목표들을설정하기위해

2) 이러한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자원을획득하기위해

3) 목표를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자원을적절히할당하기위해

4) 특정활동에할당된자원들이적절히활용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3. 우리나라대학도서관의현황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

제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서

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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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내부평가는 없이 외부평가만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나마도 통계작성 정도에

그치고 있어 통계를 이용한 성과측정 및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다.

1) 자체평가의부재 : 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평가는주제별, 학과별장서평가뿐

이며이도 2개대학에서만시행되고있음.

2) 외부평가에의존 : 중앙일보대학평가와대학종합평가(대학평가인정제)에의존하

고있음. 

3) 통계자료 수집에만 그쳐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협의회 등 통계자료 발간

을위해통계를수집하는정도에그치고있음.  

4) 일부 통계자료의 수작업 수집 : 사용하고 있는 LAS(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 기

능이부재하거나부정확한데이터생성으로인해수작업으로통계수집

5) 평가결과가다음정책수립시반 되지않음. 

앞서 기술한 정의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평가가 전혀 이

루어지지않는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4. 문제원인분석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각각의 원인들을 위에 제

시한 5가지조사결과별로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4.1 보편성과개방성을갖춘국내평가기준의부재

그나마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평가는‘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2)의 한

2) 중앙일보대학평가중도서관관련평가항목 : 학생 1인당장서수, 학생 1인당열람좌석수, 학생 1

인당도서구입비, 전산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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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종합평가제가운데도서관관련평가항목 : 도서확보의적절성, 열람좌석의확보, 국내외정

기간행학술지의구독, 정보처리체제의구축및운 , 도서구입비규모.

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평가와‘대학평가인정제의 대학종합평가’3)에서 다루고

있는도서관평가이다. 두가지의외부평가에포함되는항목들은도서관업무나서비스

전반을다루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정량적인평가에치우쳐있다. 특히, 대학종합평

가의 경우 전체 항목에 대한 도서관 평가 항목은 불과 3.8%에 그치고 있어 도서관 평가

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1년 발간한“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

이 6개부문 19개항목을정하고있다.<표 1>

＜표 1＞한국도서관협회대학도서관위원회. “대학도서관평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가중치 주요지표

1. 도서관소장장서관외대출실적 (3) 최근 3년간재학생1인당연간대출책수

2. 상호대차, 원문복사교류실적 (3)
최근 3년간연평균상호대차및원문복사

교류실적

1. 이용자서비스 3. 서비스개선실적 (2) 최근 3년간 서비스개선실적

(14) [23%] 4. 이용자교육의적절성 (2) 최근 3년간이용자교육방법및실적

5. 지역사회봉사 (2) 최근 3년간지역사회에대한개방정도

6. 특성화를위한자료수집혹은 DB 최근 3년간특성화를위한자료수집

구축실적 (2) 혹은 DB 구축실적

1. 정보처리및서비스시스템구축의 도서관정보화관련시스템구축및

적절성 (2) 효율성

소장장서수대비서지 DB 구축장서수비율

2. 정보화 (10) [17%] 2. DB 구축 (6) 자관구축전문(Full Text) DB 구축실적

최근 3년간연평균외부 DB 도입금액

3. 네트워크가입및운 실적 (2)
최근 3년간연평균공동목록및

DB 구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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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가중치 주요지표

1. 장서확보의적절성 (4) 재학생 1인당장서수

2. 장서확충실적및구입단행본의평균 최근 3년간재학생 1인당평균장서증가수

단가 (3) 및구입단행본의 평균단가

최근 3년간학과(전공)당외국연속간행물

3. 자료 (14) [23%] 3. 연속간행물구독종수및종당평균 구독종수및종당평균단가

단가 (5) 최근 3년간학과(전공) 당국내연속간행물

입수종수

4. 비도서자료구입의적절성 (1) 최근 3년간연평균비도서자료구입액

5. 장서폐기의적절성 (1) 최근 3년간증가수대비폐기장서비율

1. 직원수의적절성 (3) 직원 1인당장서수와재학생수

2. 직원구성의적절성 (3)
전체도서관직원수대비사서직원수

4. 인적자원 (10) [17%]
비율및사서자격증평가지수

3. 전문직관리자및부서장보임의
관리자및부서장의전문직보임비율

적절성 (2)

4. 직원재교육의적절성 (2) 최근 3년간연평균직원재교육실적

1. 도서관공간확보의적절성 (2) 재학생 1인당도서관면적 (m2)

5. 시설 (6) [10%]
2. 열람좌석확보의적절성 (1) 열람좌석당재학생수

3. 적정환경의유지및이용자편의 냉난방시설을비롯한제반환경및

시설 (3) 각종이용자편의시설

1. 도서관예산의적절성 (3)
최근 3년간대학전체예산(경상예산) 대비

6. 예산 도서관예산비율

2. 자료구입비규모 (3) 최근 3년간재학생 1인당연평균자료구입비

총 60점 [100%] 총 23개항목

본 평가기준에서는 총 6개 부문 가운데 이용자서비스와 자료부문에 각각 23%를 할당

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주어 항목 간 중요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러나 여전히 정량적(Quantitative) 평가에 국한되어 정량적 평가에서 얻어

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나 업무 전반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하는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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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평가가배제되어있으며국제표준인 ISO 11620와비교할때이용자봉사측

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4) 또한 전자도서관 관련 항목의 부재와 모든 관종과 규모에

적용할수있는개방성및보편성의결여가제한적적용의원인이되고있다. 

4.2 평가기준적용과정의복잡성

위에서 소개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이나 국제규격 평가기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모으도록지침을제공하고있다. 많은부분서베이등의이용자조사를수행하

여야 할 뿐 아니라 한 가지 항목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dataset이 필요하다. 또한, 항목

마다 적용되는 산출방법이 상이5)하고 모호한 구분(예 : 완벽하게, 대부분, 일부분)으로

적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는 사서들로 하여금 평가 자

체를고려하지못하도록하는다른요인으로작용한다.  

4.3 평가에필요한 dataset 수집여건의미비

dataset 수집시어려움은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LAS 시스템에서 평가에 필요한 dataset을 충분

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필요한 통

계조차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이전 data field에 겹쳐쓰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

우(transaction log를 남기지 않는 경우) 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진행과정에 대한 소급 확

인이 불가능하다. 셋째, 관내 이용 수치의 측정이 되고 있지 않다. 조사 5개 대학교 도서

관중 2개관에서만제본전연속간행물이용수치측정을위해바코드를사용하거나서

가에서 뽑아 이용된 자료를 재배가 시 세수하는(reshelving count) 등으로 부분적인 측정

이이루어지고있다.

4) 대학도서관평가기준 : 23개항목중 6개항목

ISO 11620 : 29개 항목중 26개항목

5) 비율, 가중치, n점 척도법, 선택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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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서들의이해및시간부족

Ofarrell(2000)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을 기꺼이 수행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필요한 dataset을 수집하는 데 소요

되는직원의시간과자원에있다고주장했다. 또한예상되는이득이요구되는입력을정

당화할수는없기때문에사서들이경 정보수집에매달리지않는다고도지적한다. 이

는평가가도서관서비스나업무성과에얼마나중요한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데

서비롯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4.5 성과측정을위한 dataset 생성의어려움

통계자료와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명확히 구분된다. 먼저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

요가있다.(IFLA,1996)

1) 도서관 통계는 대출, 이용자, 장서 수 또는 개관시간과 같이 명확한 데이터에 중

점을두고이용자가아닌사람이나사용되지않는장서또는서가에서분실된장

서등에대한자료는필요로하지않는다. 

2) 통계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쉬운 분야에서 수집하며 성과측정은

참고봉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충분한지, 이용자가 적합한 해답을 얻었는지 등과

같이수집이좀더어려운추가적인데이터를요구한다.   

3)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비교, 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 주제 분

야에대한수서(자금및장서수) 자료와대출자료의비교.

4) 성과측정에는 객관적 데이터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견과 같은 주관적 데이

터가추가된다. 

5) 성과측정에서의데이터는도서관의목표와관계가있다.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은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외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로 비교, 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요

구될뿐아니라대부분 LAS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수집하기어려운항목에대한데이터

를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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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방안

이상에서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함으로

써각원인별개선방안을제시한다. 

5.1 새로운평가기준의도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외부 평가기준이나

국내 지표들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미 국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거

나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기준들을 검토하여 국내 기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수

정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5.1.1국제규격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 세계 146개국의 국가표준기구

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비정부 기관으로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s)에서

각분야의표준을개발한다. 2003년현재기술위원회조직은 188개의기술위원회와 550

분과위원회(SC:Subcommittees), 2,175개의 실무그룹(WG:Working Group), 24개의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위원회는 TC4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과 18개 분과위원회를 가지는 JTC1(Information

Technology)이며‘통계 및 성과평가’분야를 포함하는 TC46은 다음의 분과와 실무그룹

으로구성된다.  

TC 46/CG Coordinating group

TC 46/WG 2 Coding of country names and related entities

TC 46/WG 3 Conversion of written languages

TC 46/WG 4 Terminology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C 46/SC 4 Technical interoperability

TC 46/SC 8 Quality -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C 46/SC 9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TC 46/SC 11 Archives/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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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SC 8은다시다음 4개의실무그룹으로구성된다. 

TC 46/SC 8/WG 2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TC 46/SC 8/WG 4 Performance indicators for libraries

TC 46/SC 8/WG 5 Price indexes

TC 46/SC 8/WG 6 Statistics on production of books, etc.

TC 46/SC 8 분과위원회에서개발한관련표준은다음과같다. 

5.1.1.1  ISO 2789:2003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도서관 통계작성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1974년 1차안, 1991년 2차 개정판에 이어 2003

년 3차개정판이발표되었다. 3차개정판에서는불필요한항목의삭제뿐아니라전자서

비스(electronic services)와 디지털 매체 관련 통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 다.  여기서

전자서비스는 인터넷/WWW와 연계된 온라인 목록 또는 OPAC MARC 레코드에 연결되

는삽입형태메타데이터의서비스에중심을두고있다.    

5.1.1.2  ISO 5127:2001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Vocabulary

정보와 문서 관련 분야에서 용어를 표준화하여 기술위윈회 간 용어 작업을 조정하고

일치시키기위해 1976년 TC 46/SC3을구성하고 2001년표준으로채택되었다. 

5.1.1.3  ISO 11620:1998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

TC 46/SC 8/WG4에서 작성하여 채택된 도서관 성과측정지표로 2003년 5개 항목을

추가한 수정안(ISO 11620:1998:AMD 1:2003)이 발표되었다 본 표준의 특징은 첫째,

IFLA 산하의 대학도서관 및 일반 연구도서관분회(The Se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에서 대학도서관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대학도서

관 성과측정을 위한 국제지침(Measuring Quality: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과 범용성, 셋째, 변화에 대한 개방성,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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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련 지표를 포함한다는 점, 다섯째, 통계수치를 이용한 성과측정 지향, 여섯째,

LAS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적용성 고려, 일곱째, 정확성 보장을 위한 용어정의,

모호성 배제 등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다수의 지표를 모아 하나

의 지표군을 형성하여 경 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 아홉째, 조사

기간 설정의 유연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모든 관종에 보편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도서관 성과측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표준의목적을살펴보면다음의 6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ISO/DTR 20983)

1) 다년간에걸쳐단위도서관의성과를비교하기위해

2) 자원 재할당,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현재 서비스의 축소나 중단 등 경 에 필요

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

3) 투자자, 주민그리고공공에게도서관의성과와비용을증명하기위해

4) 유사한구조를가진도서관들간성과와임무지표들을비교하기위해

5) 다년간도서관의성과나서비스이용에변화가있었는가를파악하기위해

6) 한도서관의성과나이용이다른도서관과얼마나다른지파악하기위해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표준지표와 부록으로 나뉘고 표준지표는 5개 역(이용

자 인식, 이용자 봉사, 기술봉사, 봉사의 증진, 인적자원의 활용)에 걸쳐 29개 지표로 구

성6)되며 부록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목적, 적용범위, 지표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각

역별로 포함하는 지표들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는 remarks부분에 전통

적인도서관및전자도서관서비스에사용될수있는지표들과 ISO 11620/Amd 1에서새

로채택하고있는지표를구분하 다. 

6) 2개 역(봉사의 증진, 인적자원의 활용)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나 ISO 11620/Amd 1에서는

인적자원의활용부분에해당하는 2개지표를포함하여 5개지표를추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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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도서관성과측정지표(ISO 11620:1998)

Service, activity or aspect 
Performance indicator

Reference in
Remarks

measured ISO 11620

User perception B.1

General
B.1.1

User Satisfaction B.1.1.1 B

Public services B.2

B.2.1

Percentage of Target Population Reached B.2.1.1 b

General Cost per User B.2.1.2 b

Library Visits per Capita B.2.1.3 b

Cost per Library Visit B.2.1.4 b

B.2.2

Titles Availability B.2.2.1 B

Required Titles Availability B.2.2.2 B

Percentage of Required Titles in the Collection B.2.2.3 B

Providing documents Required Titles Extended Availability B.2.2.4 B

In-library Use per Capita B.2.2.5 T

Document Use Rate B.2.2.6 T

Proportion of Stock not Used B.2.2.7 TN

Shelving Accuracy B.2.2.8 TN

B.2.3

Median Time of Document Retrieval 
B.2.3.1 T

Retrieving documents from Closed Stacks

Median Time of Document Retrieval 
B.2.3.2 T

from Open Access Areas

B.2.4

Collection Turnover B.2.4.1 b

Loans per Capita B.2.4.2 b

Lending documents Documents on Loan per Capita B.2.4.3 b

Cost per Loan B.2.4.4 b

Loans per Employee B.2.4.5 b

Proportion of Stock on Loan B.2.4.6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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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ctivity or aspect 
Performance indicator

Reference in
Remarks

measured ISO 11620

Document delivery from B.2.5

external sources Speed of Interlibrary Lending B.2.5.1 T

Enquiry and reference B.2.6

services Correct Answer Fill Rate B.2.6.1 B

B.2.7

Information searching Title Catalogue Search Success Rate B.2.7.1 B

Subject Catalogue Search Success Rate B.2.7.2 B

User education B.2.8

B.2.9

Facilities Availability B.2.9.1 B

Facilities Facilities Use Rate B.2.9.2 B

Seat Occupancy Rate B.2.9.3 B

Automated Systems Availability B.2.9.4 B

Technical services B.3

Acquiring documents
B.3.1

Median Time of Document Acquisition B.3.1.1 B

Processing documents
B.3.2

Median Time of Document Processing B.3.2.1 T

Cataloguing
B.3.3

Cost per Title Catalogued B.3.3.1 B

Promotion of services B.4

User services B.5

B.5.1

Deployment of staff User Services Staff per Capita B.5.1.1 BN

User Services Staff as a Percentage of Total Staff B.5.1.2 BN

b: 전자도서관서비스에도유사하게적용할수있는기존도서관평가지표

B: 기존도서관과전자도서관서비스모두에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지표

T: 기존도서관서비스에만적용이가능한지표

N: ISO 11620:Amd 1 2003에추가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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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ISO/DTR 20983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erformance indicators for

electronic library services

TC 46/SC 8에서 2002년 초안으로 발표한 지표로 ISO 11620:1998에 빠져있는 전자도서

관서비스평가를위한지표를포함한다. <표 3>

＜표 3＞전자도서관서비스평가지표

Service, activity or 
Performance indicator

Description 
Remarks

aspect measured in Annex B

Public services B.1

B.1.1

General Percentage of Population Reached by
B.1.1.1 11620

Electronic Services

Providing electronic library B.1.2

services
Percentage of Expenditure on Information 

B.1.2.1
Provision Spent on the Electronic Collection

B.1.3

Number of Documents Downloaded Per Session B.1.3.1

Cost Per Database Session B.1.3.2

Retrieving documents (USE) Cost Per Document Downloaded B.1.3.3

Percentage of Rejected Sessions B.1.3.4

Percentage of Remote OPAC Sessions B.1.3.5

Percentage of Virtual Visits to Total Visits B.1.3.6

B.1.4
Enquiry and reference 

Percentage of Information Requests Submitted 
B.1.4.1services

Electronically

B.1.5

User education Number of User Attendances at Electronic S
B.1.5.1

ervice Training Lessons Per Capita

B.1.6

Facilities Number of Workstation Hours Available Per Capita B.1.6.1

Population Per Public Access Workstation B.1.6.2

Workstation Use Rate B.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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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ctivity or 
Performance indicator

Description 
Remarks

aspect measured in Annex B

Availability and use of B.3

Human resources

B.3.1 16200

Staff training Number of Attendances at Formal IT and 
B.3.1.1

Related Training Lessons Per Staff Member

B.3.2

Deployment of staff Percentage of Library Staff Providing and 
B.3.2.1

Developing Electronic Services

5.1.2기타성과측정지표

5.1.2.1  대학도서관 성과측정을 위한 국제지침 (Measuring Quality: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

1996년 IFLA 산하의 대학도서관 및 일반 연구도서관분회(The Se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에서대학도서관을위해제안한지표로다

음과같은목적을갖는다.  

1) 대학도서관을위한지침

2) 일차적으로모든나라에적용할수있는지표를포함

3) 규모나 전산화여부, 개·폐가제에 무관하게 모든 유형의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있는지표를포함.  

4) 비용-효과측면의효율성이아닌효과측정

5) 이용자관련지표들에중점을둠

6) 부분적인 활동을 위한 지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예: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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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학도서관성과측정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General Library Use and Facilities 1. Market Penetration 

2. Opening Hours compared to Demand

Collection Quality 3. Expert Checklists

4. Collection Use

5. Subject Collection Use

6. Documents Not Used

Catalogue Quality 7. Known-Item-Search

8. Subject Search

Availability of Documents in the Collection 9. Acquisition Speed

10. Book Processing Speed

11. Availability

12. Document Delivery Time

13. Interlibrary Loan Speed

Reference Service 14. Correct Answer Fill Rate

Remote Use 15. Remote Uses per Capita

User Satisfaction 16. User Satisfaction

17. User Satisfaction with Services  

offered for Remote Use

5.1.2.2  EQLIPSE(Evaluation and Quality in Library Performance : System for Europe)

1995년부터 2년간 European Commission의 Libraries Programme 일환으로시작된프로

젝트로 질적 관리와 성과측정에 IT기술을 도입하여 유럽 도서관들의 효과(effectiveness)

와효율(efficiency)적측면을증진시키려는목적을가진다.  

5.1.2.3  EQUINOX(Library Performance Measur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

PI for Electronic Library Services)

유럽 도서관에서 질적 관리와 성과측정 항목을 향상시키기 위해 EC 4차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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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atics for Libraries programme이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로 2000년 11월 완성하 다.

ISO11620의 기존 도서관평가항목을 향상, 보완하여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평가항목들을

개발하고, 성과측정과 질적 관리 수행을 촉진하고 돕기 위한 S/W tool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사용되는성과지표는다음과같다.  

1) 전자도서관서비스이용가능대상자의비율

2) 대상이용자당전자도서관서비스접속(session)횟수

3) 봉사대상이용자당전자도서관서비스원격접속(remote session)횟수

4) 각전자도서관서비스접속당열람된문서및레코드수

5) 각전자도서관서비스접속당비용

6) 각전자도서관서비스에서열람된문서나레코드당비용

7) 전자적으로신청한정보신청비율

8) 도서관컴퓨터이용비율

9) 봉사대상이용자당사용할수있는도서관컴퓨터시간

10) 전체접속시도중접속실패비율

11) 전체수서지출에대한전자도서관서비스를위한수서지출의비율

12) 봉사대상이용자당정규전자도서관서비스교육참석횟수

13) 전체도서관직원중전자도서관서비스개발, 운 , 제공및이용자교육에종사

하는도서관직원비율

14) 전자도서관서비스에대한이용자만족도

5.2 평가에필요한dataset 수집환경개선

두 번째 개선 방안은 dataset 수집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dataset을 정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LAS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LAS 시스템에

서 충분한 dataset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는 각 시스템마다 통계 등의 dataset 생성 기능을 조사하고 앞서 소개한 국외의 평가지표

들을 참조하여 LAS 시스템에서 반드시 생성해야 하는 기본 통계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70 대학도서관평가기준적용을위한환경개선방안

있다. EQLIPSE와 EQUINOX에서제시하고있는성과측정지표를산출하기위해필요한항

목들은 부록에 포함하 다. Ofarrell(2000)은 Dynix Classic, Innopac, Talis 등 3개의 LAS시스템

을 대상으로 ISO 11620에 적용할 수 있는 dataset을 얼마나 생성할 수 있는 가를 조사한 결

과 생성 가능한 dataset은 도서관 이용, 장서 및 대출 등과 같은 스냅샷 형식의 dataset에 한

정되며 문헌처리속도 등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생성되는 dataset은 전혀 생성하지 못하

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시스템들이 몇몇 dataset은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표를

계산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EQLIPSE 프로젝트(EQLIPSE

Deliverable Report 7, 1997)에서도이와유사한조사를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현재 LAS 시스템에서생성할수없는항목

: ‘문헌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중앙값’등과 같이 단계별 처리 일시가 기록되어

야하는항목

2) 기술적인어려움이있는항목

: 비용, 검색성공율, 서비스속도등 18개항목

3) 기관, 업무절차상어려움이있는항목

: 관내이용, 검색에걸리는시간, 장서이용율, 장서회전율등 32개항목

4) 시간부족 : 만족도(서베이), 관내이용, 비용등 17개항목

dataset 수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LAS 시스템을 개선하여‘단계별 트랜잭션 일시 기

록’등과 같은 data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EQUINOX에서와 같이 평가 기준에 지금

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도서관 서비스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dataset을 수집

할수있는여건을마련토록해야하며, 관내이용계량화7) 작업과정기적인이용자서베

이를수행해야한다. 

5.3 dataset 분석을위한 S/W 개발

dataset이 성공적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집된 data를 하나의 평가지표항목을

생성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합하여 계산하는 과정이

7) Table count, Dotting method, Survey form, Barcoding, Slipping 등의방법 (Lancaster:1993)

Reshelving count, Observation studies, User questionnaire ( ISO 2789:2002)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71

필요하다. EQUINOX 프로젝트에서는평가지표개발과함께이러한지표를계산할수있

는 S/W를 동시에 개발하여 단순한 통계적 의미의 data를 지표화하는 종합적 도구를 제

시하고다음과같은기능이가능하도록설계하 다. [그림 1] 

1) 데이터의반입이수월하도록설계

2) 기간동안수집된 data의평가지표계산

3) 자체 dataset과평가지표생성

4) 정성적 data(이용자코멘트등)와평가지표의연계

5) 벤치마킹수행

[그림 1] EQUINOX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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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및제언

도서관은모(母)기관을지원하는 2차기관으로분류됨으로써이익을내거나자체경

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서관에도 새로운 경 이론이

도입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하고 자체의 가치를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존속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체 평가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개선을위한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다. 조사한바에의하면대학도서관의경우

도서관 관련항목이 일부 포함된 외부 대학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평가의 전부일 정

도로 평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본 고에서 조사한 원인

을살펴보면보편성과개방성을갖춘국내평가기준의부재, 평가기준의복잡한적용과

정, 평가에필요한 dataset의열악한수집여건, 사서들의이해및시간부족, 단순통계자

료가 아닌 성과측정용 dataset 생성의 어려움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원인에 대한 방안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의 도입, 평가에 필요한 dataset 수집 환경 개선,

dataset을성과측정및의사결정자료로분석하기위한 S/W 개발등을제시하 다. 특히,

국외에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평가기준들을 대상으로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평가의 중요성 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지기위해다음의사항들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1) 개방성이보장되는표준방법의채택

: 평가의 목적 중 하나인 타 도서관과의 비교를 위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

며필요 dataset의자동생성및평가 S/W 개발을위해서도표준이필요함

2) 측정할수없는항목들을위한새로운체계마련노력

3) 정성적평가지향

: 정성적평가는도서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기 보다 도서관 서비스 확장

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질적 측정”은 먼저 서비스의 목적을

정의하고 서비스의 수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필요성이 명확해 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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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계획하는단계에서부터그목적을명료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CORDIS, 1997) 

4) 이용자지향적자세

: 성과측정에서는 도서관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뿐 아니라 그들의

의견까지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도서관이나 특정 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서가능하다. (IFLA,1996)

마지막으로 Ofarrell(2000)이 미국내 LAS 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현재 우

리나라에서사용되고있는 LAS 시스템의통계, 출력물기능을조사하여필수적인 dataset

을 정의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평가를 위한 dataset 수집 환경을 개선하고 수집된 dataset

을이용한지표계산을위한 S/W  개발에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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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QLIPSE List of datasets

No. of members of population served

No. of active users

No. of active borrowers

No. of professional library staff

No. of non-professional library staff

No. of seats

No. of occupied seats

No. of hours library is open

No. of library floor area

No. of items of equipment in the library

No. of documents in stock

No. of documents in lending collection

No. of un-issued documents in lending collection

No. of library visits

No. of loans

No. of documents currently on loan

No. of documents currently used in-house

No. of in-house collection documents used

No. of in-library use of documents

No. of remote uses of the library

No. of ILL loans

No. of photocopies made

No. of users receiving library training

No. of users attending library programes

No. of available facilities

No. of facilities in use

No. of reference transactions

No. of enquiries handled

No. of enquiries correctly answered

Payment for catalogue record acquired

Subscriptions to body providing records

Staff salaries

Staff time spent on original cataloguing

Staff time spent on downloading or amending records

No. of title catalogued

Operating costs

Number of required titles in stock

Number of required titles

No. of titles found for a subject search in catalogue by user

No. of titles found for a subject search in catalogue by librarian

No. of titles searchoed for

No. of title found by user

No. of titles in stock

No. of available titles in stock

No. of available required titles in sample

No. of required titles in sample

No. of required titles made available

No. of documents checked for misshelving

No. of documents misshelved

Publication year of document

Median time of document acquisition

Median time of document processing

No. of recommended titles

No. of recomended titles in library

Median time of document retrieval form open stack

Median time of document retrieval from closed stack

No. of ILL documents received within 7 days

No. of ILL documents received within 14days

No. of ILL documents received within 21days

Median time of document delivery form another site of service

No. of hours the automated system is not available during one

year

Opening hours specified by users

Numbers of registered loans in specified collection

Unmbers of documents in specified collection

MemPop*.

Postgraduate loans

Undergraduate loans

Distance educ. loans

*These are examples of possible sub-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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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NOX List of datasets

Total number of persons in the target population

Total number of persons in the population to be served

Number of in a sample who have used ELS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Total sample size used to estalolish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reached by ELS

Total sample size for user satisfaction survey

Sum of the values for each ELS indicated by the users in the

satisfaction survey

Number of sessions on each ELS by members of the target

population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session on ELS by members of the population to

be served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session on each ELS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remote sessions on ELS by members of the

population to be served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Proportion of total sessions which are remote for services

where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Number of rejected sesseions on a licensed ELS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documents viewed form each ELS by members of

the population to be served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Coest of each ELS for a specified time period 

Acquisition expenditure on electronic library services 

Total acquisitions expenditure

Number of information requests submitted electronically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Total number of information requests received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Mean number of LCW at a specific point in time

Number of LCW proviede at a specific point in time

Number of LCW proviede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hours the library is open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library staff providing,

maintaining and developing ELS and providing user training

Number of full-time external staff providing, maintaining and

developing ELS and providing user training

Total full-time equivalent library staff

Number of attendances at formal ELS training lessions during

a specified time period

ELS=Electronic Library Services.

LCW=Library Computer Work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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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도서관의역사와발전방향

송승섭1)

<초록>

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에서‘군부대내도서관만들기운동’으로이슈화되고있는병

도서관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그 현황과 역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 이를 위

해 먼저 병 도서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국 등 외국의 병 도서관의

역사를살펴보았다. 다음, 우리나라와외국의병 도서관설치현황과도서관서비스프로

그램내용을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의병 도서관건립운동과정의문제점과향후

발전과제를논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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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significan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ilitary

library being recently issued as a movement to establish a library in the military units in

Korea, focusing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history. Firstly, the concept of military

library was defined and the histories of military libraries in Korea, America, England and

others were investigated. And, the establishing status and the contents of library service

program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researched. Lastly, several points in the

process of the movement to establish military libraries in Korea and the subject for the

development hereinafter were exhaustively discussed. 

1. 서론

우리나라는 남북한간의 대치 상태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국가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당연시해왔고이를기피하는사람들에대해법적으로책임을물을뿐만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홀대하고 배척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군대

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 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

했던것같다. 군입대를편하지않게생각하는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가장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군대 내의 생활이 문화적으로 사회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고립되

어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시절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은누구에게나심리적으로위기감을갖게하는일일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적 문화적인 고립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런 생

각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한 것이‘군부대에 도서관을 지어주자’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최근사회적인합의를형성하게된것이다. 사실우리나라군부대에는도서관이없다. 내

무반내의 개인 관물대 안이나 중대본부 또는 대대본부의 작은 공간에 책을 일부 보관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도서관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필자도 군부대에서 더러

문학서를탐독하고개인적으로공부도많이했지만그책들은군부대내에서빌려본것

이아니고, 휴가때자비로구한책들이었다. 필자가군복무를끝낸지도벌써 20년이넘

어 그 때와는 군부대 환경이 상당부분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독서환경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  또한군대에서무슨독서냐하는반론도만만치않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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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실이다.  

숨돌릴틈없는교육훈련, 일과후면어김없이찾아오는‘군기잡기집합’, 꼬리를무는

훈련 등으로 한눈 팔 새 없는 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최상의 전투

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상목표에 자칫 장병들의 독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여전히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개인적인경험이나주위의많은사람들의의견을종합해볼때, 어려운군대생

활 가운데 틈틈이 보았던 그 책이야말로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또한 군부대의 독서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하기는

하지만, 부대지휘관이나장병들의사고방식은 과거와는현저하게달라졌다. 우선병사

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졌다. 필자가 입대했을 시절에는 보통 중대에 대학출신이 몇 사람

안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병들의 60∼70%가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에군에입대하고있다.2)

따라서 우리군은가장왕성한체력과풍부한감수성과창의력을갖고있는 20대초반

의 젊은 지적자원 즉, 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 69만 명의 든든한 장병들을 확보하고 있

는예비적인엘리트집단이라고해도지나친말이아닐것이다. 그러므로이들을문화적

사각지대에남겨놓는다는것은크나큰국가적손실이아닐수없을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과거 군부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책은 있었고, 여러 독지가들에

의해‘군부대에책보내기’운동도있었다.  그러나이제단순한책보내기차원에서벗어

나 그 책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조직화해서 공동

공간을 통해 병사들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

하여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운동이바로‘진중도서관 건립운동’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이러한 군부대 내의 도서관의 건립운동은 바로 독서환경의 정착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밟게되었고, 매스컴을통한본격적인사회운동으로발전하게된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

친다는 우려도 있고 향후 보다 견고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

해서는다른나라군부대도서관의역사적기반과현황을살펴본후, 향후발전과정에나

타날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진중

도서관 건립운동’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군부대 도서관의 의의와 역사, 조직과 서비스프

2) 중앙일보·진중도서관건립국민운동(중앙일보, 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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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국 등 군부대도서관 선진국들의 병 도서

관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보고,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고

려해야할중요과제들을논구하고자한다. 

2. 병 도서관의의의와역사

2.1 병 도서관의정의와의의

현재 군부대에 도서관 만들기 운동은‘진중도서관 건립운동’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에앞서정확한기록은알수없지만‘군부대에책보내기운동’은지금부터 30∼40년전

부터있었던것으로보인다. 기록이분명하지않은것은제도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

라대부분이 개별 독지가의 기증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군부

대내의 도서관 설립이 제도화되면서 군부대 도서관을 어떻게 부르고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군부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어떤 명칭의 서술적인 설명으로 보이기 때

문에부르기는쉽지만전문용어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에따라현재군부대에도

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와‘중앙일보

사’는‘진중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여기에서‘진중(陣中)’이라는 어휘는

“군대나 부대의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진중도서관’이라 함은“군대나 부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는의미를자연스럽게전달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일반적으로사용하는단

어라기보다는고어의느낌을가지고있어사용하기에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이에반

해금년 5월 29일공포된‘도서관및독서진흥법’3)의 개정내용에는심의과정에서‘진중

도서관’이‘병 도서관’으로 수정되어 표기되었다.4)‘병 (兵營)’이라는 뜻은“병사가

집단으로 들어 거주하는 집”으로 병사(兵舍)나 사(營舍)를 의미한다. ‘병 ’이라는 어

휘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군 생활을 겪은 사람들에게

는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전문용어 성격을 갖고 있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

3) 일부개정 2003.5.29 법률제06906호

4)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사보고서.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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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병 도서관’은“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 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

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

관”으로정의되고있다.  

우리나라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Military

Library’와‘Army Library’라는 명칭을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서를‘Army Librarian’또는‘Military Librarian’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그만큼 사

서직의구분도전문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문헌으로 살펴볼 때, 이들 용어는 미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5)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02년판 Western Connecticut주립대학의 온라인 사전(ODLIS:

Onlin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검색해 본 결과는, ‘Military

Library’만 등록되어 있고‘Army Library’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터넷상

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는‘Military Library’보다는‘Army Library’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의 혼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좀 더 엄 하게

볼때, 단어‘Military’와‘Army’는일반적으로같이쓰이지만, ‘Army’가육군을주로지

칭한다는 점에서 군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Military’라는 어휘 사용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적으로는 대부분의 병 도서관이 육군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있을것이다.

ODLIS에 현재 나와 있는‘Military Library’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군도서관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군 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군 종사자들의 이용을 위해 장서를 관

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되어있다. 부연한 것을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군도서관은

“일반도서관(예 : 미 해군사관학교도서관인 Nimitiz Library6))에 대한 접근능력까지를 포

함하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7)

위의 개념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도 군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특히병 도서관을“병 내장병등에게교육, 학습, 연구및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으로 법령에 규정해

놓았다. 미국의경우도“국방을책임지고있는정부의군기관에의해유지되고, 군종사

5) ALA.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 http://www.nadn.navy.mil/Library/

7) http://www.wcsu.edu/library/odlis.htm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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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이용을 위해 장서를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

지만, 이를 실행하고 조정하는‘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Federal and Armed Forces

Libraries Round Table: FAFLRT)8)이라는 도서관협회 내의 전담기구가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부분진전되어있음을알수있다. 

2.2 병 도서관의역사와발전과정

2.2.1우리나라

우리나라 군부대내의 도서관, 즉 병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사실상 없었

다. 과거 대대본부의 정훈과 감독하에 소규모의 문고형태가 있었고, 국방대학원과 사관

학교의 도서관과, 육군 본부나 사단급 이상 부대에 일부 도서관이 있지만, 이는 장교들

이나 간부 후보생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병사들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었다. 사실상 병

도서관의 주요 대상이 되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대대급 이하의 도서관이 반드시 있어

야한다.

과거신문기록을보면, 대략 30∼40년전부터‘군부대에책보내기운동’을한독지가

가 여럿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도 연

간 10억정도의책구입예산을편성하여일선부대에매년신간을 20여권정도내보낸

것으로알려져있다. 1993년도를‘책의해’로선정한문화체육부는 1994년부터군부대와

교도소 내에‘장병독서교실’, ‘교정독서교실’을 시범 운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그이전 1993년에는종로도서관의‘작은도서관갖기’운동을통해군부대에‘진중문

고’와‘작은도서관’을설치하려는시도도있었다.  

개별사례를구체적으로보면, ‘손기정공원문고’를운 한최완회장은 30여년이상초

등학교와 마을문고를 비롯한 군부대에 150만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해 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인물로 대전‘대 서림’정낙 대표도 1978년부터 초등학교, 군부

대등에 1만여권이상의도서를기증한것으로알려져있다. 

좀 더 큰 단체의 사례를 보면, 원불교에서는‘100개 부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추진하

여 왔다. 육군 열쇠부대를 시작으로 백령도 백령대대, 울릉도 해군 1함대 등 지난해까지

8) http://www.ala.org/alaorg/rtables/fl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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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개 부대에 7만 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좀 더 찾아보면 기독교

단체를비롯하여많은독지가들의노력들이적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9)

그러나이기증된도서들이잘보관되어이용되고관리되고있는지는알수없다. 기본

적으로 이를 관리할 전문 직원과 시설이 없기때문이다.  국방부나 문화관광부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 같다. 문화관광부는 1999년 다시‘전국민 책

읽기운동’의하나로군부대‘진중문고’를활성화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그러나실제적인군부대의도서관설립은 <표1>10)에서 볼 수있는것과같이 1999년 4

월 5일「사랑의 책 나누기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동안의 활동이 비공식적,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민간 단체는 이후

여러 시민 단체와 정부기관, 각계 인사들의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군부대 작은 도서관

만들기’운동으로부터‘진중도서관 설립’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3년 8월 말 현재, 전국

적으로 21개의 병 도서관을 개관시켰으며, 특히“군부대안에 병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내용의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안을금년 4월30일국회에서통과시키기까지

많은노력을해왔다. 이는제도적으로군부대내에병 도서관을설치할수있는법적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부대 장병들의 독서환경 조성에 크나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을통해이운동이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법제화과정을거치는데만 4년이걸

렸고, 그동안에한단체의지속적인노력이계속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11) 또한 그과

정에서‘군부대 작은 도서관 개설운동’,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작가·명사와의 만남’,

‘진중도서관건립 국민캠페인’, ‘북 매거진 월간 나눔의 책 발행’, ‘포스터 제작을 통한

홍보’, ‘지하철책열차메트로북메서운 ’등전략적이고내실있는기획을통해독서

운동의사회적이슈화와진중도서관건립의법제화에성공할수있었음을알수있다.

9) 군부대에 책보내기 운동에 관한 기록은 세계일보(93/6/30), 국민일보(93/11/2), 대한매일

(93/11/23), 한겨레신문(97/4/11, 98/12/9, 99/5/8), 경향신문(02/11/25) 등의 기사를 참고한

것임.

10) <표1>과이후의 <표2>의내용은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내부자료를 <표>로재구성한것임.

11) ‘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은 1991년부터 사재를 털어가며 산간벽지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도서를 지원

하던 민승현(47)씨가, “군대가기가 죽기보다 싫다”는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군의 현실에 눈

뜨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민씨는 이후 99년 4월부터 현 대표인 유성욱(38)씨와 함께‘사랑의 책 나

누기운동본부’를발족하여, 최근까지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다(중앙일보, 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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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중도서관건립운동과정연표

행사년도 월일 주 요 내 용

04.05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발족

군부대작은도서관만들기시작

1999년 07.03 육군 1사단사령부작가서진규와의만남개최

08.26 (이후 12.29까지, 장병들을대상으로한작가와의만남6회개최)

11.05 진중도서관회보‘으뜸책마당’발간

02.18 해병대1사단작가서진규와의만남등

(이후, 6.17까지‘작가와의만남’6회개최)

2000년
02.22 육군 75사단오지여행가한비야와의만남개최

06.30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사단법인인가(문화관광부)

11.01 육군 1사단책사랑도서관개관

11.01 육군 1사단사령부전자바이올리니스트유진박크로스오버공연

03.06 육군 5사단신병교육대시인김용범교수와의만남

2001년
06.08 육군 5사단가시고기작가조창인과의만남

06.08 육군 5사단대학로가수윤효상공연개최

09.03 육군 1사단대학로가수윤효상공연개최

01.07 진중도서관법제화의안발의안제출(정병국의원실)

03.01 월간나눔의책창간

03,26 진중도서관건립을위한국회조찬토론회개최

(정병국의원, 국방부, 각출판단체관계자참석)

04.04 지하철책열차‘메트로북메세’운행(8.31까지)

04.11 진중도서관법제화를위한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발의안마련

2002년 (정병국의원, 국방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국회법제실참여)

04.22 ‘군장병사랑의책나누기운동’행정자치부비 리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

04.23 국회의원33인공동발의‘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발의안’국회제출

06.01 군장병사랑의책나누기운동포스터배포(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방부후원)

08.09 육군1사단15연대작가전여옥과의만남개최

10.21 대선주자독서, 출판정책토론회후원(문화일보홀) 

10.25 진중도서관건립국민운동발족식및공청회주관

12.15 진중도서관건립캠페인중앙일보2003년 10대사업선정

04.30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국회본회통과

05.07 군부대북스타트운동출범식및 <사랑의책꾸러미-내젊은날의책> 선포식2003년
(국회의원회관1층소회의실)

07.30 서울지방경찰청제4기동대도서관개관으로총21번째군부대도서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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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병 도서관의 역사는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공식적으로는 대단히 일천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설립된 병 도서관도 전통적으

로 도서관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전문직원과 시설, 그리고 장서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

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동안의 발

전과정에서간과된부분에대한보완작업이잇따라야할것이다.

2.2.2미국

미국의병 도서관의역사는대략 20세기전반부로거슬러올라간다. 1917년에미국도

서관협회는 의회도서관의 지도하에 전시도서관서비스(War Library Service)를 설립하

다. 이 새로운 준 병역서비스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육군과 해군의 군인들에게 다양

한 도서관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다. 4년 이후, 1921년육군도서관 서비스(Army Library

Service)는 전쟁부(War Department)에 있는 부관 총무과(Adjutant General`s Office)의 활

동으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때에 미국, 필리핀의 섬들, 그리고 하와이와 파나마

에있는군부대주둔지에는 228개의도서관들이설치되었다. 기금부족을덜기위하여이

동도서관장서(traveling library collection)가개발되었는데, 그것은주둔지도서관의장서

를새롭게하는하나의수단이되었다. 최초로이동도서관들은각각 25권의장서로구성

되었고, 나중에는 50권 또는 60권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책꾸러미와 같은 패

키지형태 던것같다. 

그러나육군도서관서비스체제는출발되었지만, 1930년대내내이프로그램을지원할

만한 직접적인 일들은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군단지역 사서들은 임기만료이후에는 재

배치되지 않았다. 앞선 전쟁기간 동안에 사서들이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 다

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그 도서관들을 운 해 왔던 전문사서들은 사실상 간과되거나 과

소평가되었다. 

1940년대의‘육군도서관서비스 전쟁부대표자’(War Department Representative of the

Army Library Service)라고 이름 붙인 하나의 고정적인 직위가‘부관총무과의 정훈계’

(Morale Branch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에만들어졌다. 이자리는책을선택하고

구입하며, 도서관 업무에 대해‘전쟁부’를 도와주는 우선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다음으

로 사령부의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서 전문직 사서가 채용되었다. 도

서관서비스의세부계획과조직은미국에있는 (서비스)사령부본부와재외전역사령부

에서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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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의 전쟁부의 주요 개편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대비 는데, 정훈계는특수 역서비스분과로다시불려졌으며, ‘전쟁부의육군서비

스사령본부’(Army Service Forces Headquarters of the War Department) 하에배치되었다.

다른 두개의 주요한 군부대는 군 지상군(Army Ground Forces)과 공군(Army Air Forces)

이다. 육군 도서관서비스는 특수 역봉사의 도서관섹션이 되었고, 다음 30년 동안 이 분

과의극히중요한 역으로남아있게되었다.

그 같은 해, 도서관 섹션은 특수 역봉사분과의 교육계(Education Branch of Special

Services Division)의일부가되었다. 그러나그분과의사명은확장되었고, 교육적교화적

사명들이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져 1943년에 교육계(Education Branch)는 분리되었다. 그

러나 도서관들은 그렇게 주입적 교화기관이 아니며 보다 폭 넓은 사명을 수행하 기 때

문에특수 역봉사파트로남게되었다.

1945년 봄에 도서관섹션이 특수 역봉사 안에 지부(계) 위치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부의원들은전후병 도서관서비스는필요없다고생각하 고, 그서비스와사

무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하 다. 그러나 많은 지부 사령관들은 도서관이 가지

는 사기진작 효과와 교육적 혜택을 깨닫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속을 성공적으로 청원하

다.

냉전이 시작되고 강력한 군대에 대한 요구가 분명해지자, 지역사령관들과 지휘관들은

도서관지원을포함하고있는사기(Morale), 복지(Welfare)와레크리에이션(Recreation)프

로그램(이하: MWR) 향상을위한예산지원요구로국회를압박했다. 한국과베트남전투는

군대지원 요소들을 강화시켰으며, 사기, 복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향상시켰다. 이후

1990년대이래, 도서관은전세계적으로군부대주둔지의가장중요한 MWR시설의하나

로이용되어왔다. 

오늘날에도 군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군대서비스를 통해 인식

되고 있다. 종종 일반적인 도서관들로 불려지기도 하는 MWR도서관들은 그들에게 그리

고 많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육군 지역

사회 및 가족지원센터 도서관프로그램(US Army Community and Family Support Center

Library Program : CFSL)은 20세기 전쟁부의 병 도서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세습한 형

태로 만들어졌다. 그 의무 역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중앙집중식 수서, 도서관 서비스 기

준을위한정책설정과규칙제정, 사령부사서(command librarian)를통한조언과안내등

으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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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s://www.us.army.mil/portal/portal_home.jhtml

13) 미국의병 도서관의역사는다음사이트의전체내용을번역하여구성한것임

(http://www.armymwr.com/corporate/programs/recreation/libraries/history.asp)

21세기가 시작됨으로써, 도서관들은 도서관이나 사무실과 집으로부터 원격으로 온라인

레퍼런스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확장되고있다. 이러한레퍼런스출처들은육군-지식

온라인(Army Knowledge Online)12)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은 원격지의 파나마,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와 같은 임시군사행동지역에 위치한 군인

들에게는보급판으로된일체의책을제공하기도한다. 군인들이어디에있건간에병 도

서관들은그들의사명, 복지, 교육적봉사를위해필수적인지원을하게되는것이다.13)

3. 병 도서관의현황과서비스

3.1 우리나라병 도서관현황과서비스프로그램

금년 4월 작성된‘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병 도서관 현황은 군단급 이상 제대와 학교기관 43개 지역에 설치된 것 외에는

사단급 이하 제대의 일부(205부대)에서 자체 설치하거나 외부 독서운동 단체의 일부 지

원으로 문고형태로 설치된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자

료지원도정신교육자료의배포수준에그친다고한다. 

금년 들어 그동안 진중도서관 설치의 법제화에 앞장섰던 사단법인‘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등 각계 인사들의 노력은 그 결실을 맺었다. 정병국의원 외 32인의 발의로 이

안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군부대내의 도서관 설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현재중앙일보사와함께진중도서관건립운동을계속하고있는‘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는 1999년 4월발족한이래로모두 21개의군관련도서관설치및장서확충에

기여했는데그현황을보면 <표2>와같다.

<표 2>의 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1997년 7월이래 금년 8월 말까지 모두 21개의 병 도

서관이 만들어졌다. 병 도서관에 교도소나 경찰서가 포함된 것은 교도소에는 실제 군

병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경찰 내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투경찰들이 복무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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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서관 간판은 걸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도서관 체계가 잡혔다고는 볼 수 없다.

먼저 독립된 공간의 도서관 시설이 거의 없고 장서수도‘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에

서 설립당시 군부대 도서관별로 제공한 평균 3,000여권의 책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신간에대한예산지원도현재국방비의자료구입비 10억으로전국의 5,000여개의군부

대에 지원하는 경우, 부대 당 20∼30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자료관리 측

면에서도 도서관 전담 관리병을 일부 두고 있지만, 대부분 문헌정보학적인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지속적인관리에문제가있을수밖에없다. 

<표 2> 우리나라군관련도서관설치현황

행사년도 월일 설치도서관

1999년
07.03 육군전진부대통신대대전진도서관개관

10.26 육군 1사단의무대대으뜸도서관개관

01.17 육군 1사단멸공관지혜의샘도서관개관

03.28 육군 1사단도라대대도라도서관개관

05.04 육군 2군단사령부쌍용도서관개관

2000년 06.01 육군 2군단공병여단쌍용공병도서관개관

06.07 육군 1사단일월성대대일월성도서관개관

06.30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사단법인인가(문화관광부)

11.01 육군 1사단책사랑도서관개관

03.06 육군 5사단독수리도서관개관

2001년
04.30 이천항공작전사령부비승도서관개관

06.08 육군 5사단열쇠도서관개관

09.03 육군 1사단전진대대지혜의샘터도서관개관

2002년
08.09 육군1사단15연대돌격도서관개관

12.20 해병2사단선봉도서관개관

01.28 평택해군2함대전단도서관개관

02.13 안산경찰서APM도서관개관(전의경으로확대)

03.20 육군병원열차부대도서관개관

2003년 04.19 서울구치소보라미도서관개관

05.27 육군제27사단참사랑도서관개관

06.27 해병대흑룡부대연봉도서실개관 (백령도)

07.30 서울지방경찰청제4기동대사자도서관(신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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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진중도서관건립 캠페인은 중앙일보의 10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병 에 도서

관을 마련하자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

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2년여의 군 복무기간에 교양을 쌓고 창의력을 길러 사회로 돌

아오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 매달 하나 이상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상급 부대의 추천을 받은 전방 및 격 오지부대 장병의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20권씩의 꾸러미를 발송하는 것이다. 또한 군부대에서의 연중 순회강연 등도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은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와 행정

자치부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화의 안정적 단계로 가기에는 험난한 여

정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도 숨어서 일해 온 여러 사람들의 선구자적 희생이 바

탕이되어서가능한일이었다.

따라서 군부대 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 수행도‘작가와의 만남’, ‘군부대 북스타트운

동’, ‘군부대독서포스터배포’등외부적으로지원되는몇몇이벤트성행사를제외하고

는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전무할 정도이다. 특히 외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전자도

서관 서비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보지원 면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 최근에

육군 2군사령부에 전자도서관이 개관되었지만, 전 장병을 위한 포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국방부내의 국방전자도서관은 아직 준비중이다.14)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

연구소, 국방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4개의 사관학교, 육·해·공군, 해병대, 성우회, 국

가보훈처, 병무처, 6.25전쟁50주년사업단, 국군기무사령부, 전쟁기념관, 국가정보원 등이

군관련 자료와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부대내 장병들을 위한 전자도서관의 역할

은수행하지못하고있다.

오프라인 쪽에서도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국방백서, 군비통계자료집, 국방소식(월간),

병 문학, 마음의양식, 국방여군, 전우신문등간행물이있지만단순정보와정신교육에

치우치는홍보물로서장병들의교양증진정서함양에는별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3.2 외국의병 도서관현황과서비스프로그램

3.2.1미국의병 도서관현황과조직

병 도서관의 역사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미국 본토와 세계 각

14) http://www.mnd.go.kr/



90 병 도서관의역사와발전방향

처의주둔지에 228개의병 도서관을설치하 다. 현재에도미국방부산하에등록된것

만 260여 개의 도서관이 있을 만큼 도서관은 군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한 미군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22개의 병 도서관

이있을정도이다. 이도서관들은대부분네트워크로연결되어자료와정보를모두공유

하고있다.

이들병 도서관을전체적으로관장하는공식부서는국방부내의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로 이 곳에서 병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군부대 사서를 모집하고 교육하

기도 한다.15)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미국 특수도서관협회 내의 군사서분과(Military

Librarians Division: MLD)이다. MLD는 특수도서관협회 내에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병

도서관서비스의향상에관심을갖는모든사항을다루고있다. MLD 조직은이사회와

집행부가 있고, 그 밑에 8개의 위원회(Award, Bylows, Membership, MLW Planning,

Nominating, Publications,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c Planning)가 있다. 회원은 모

든 미군서비스(U.S Military Services), 캐나다 3군통합군(Canadian Combined Armed

Forces), 다른 국가 군부대 서비스들, 기타 국방부에이전시, 계약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

부대의도서관사업에관심을갖고있는모든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이분과의목적은

협회 조직 내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이새로운지식경 시대에요구되는핵심경쟁력을개발하기위하여회원들을지원하려

는것이다. 이곳의운 은병 도서관사업에관한아이디어와정보를교환하는하나의

포럼형식으로 진행되며, 봉사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각 부대

의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착상하고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전문직으

로서의발달을장려하고성공적인국가방위를위해도서관의중요성을강화시키는일에

종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LD는 연례

ALA회의, 자체의 연례분과회의,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워크숍(Military Librarians

Workshop), 네트워킹, 위원회참여, 뉴스레터‘The Military Librarian’(계간)의발행등각

종프로그램후원을통해움직이고있다.16)

15) 특수도서관협회의 군사서분과의 병 도서관 목록은 미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그 리스트

(http://www.sla.org/division/dmil/millib.html)를제공하고있는데, 일부조직도소개되어있다. 육군

도서관프로그램을운 하는웹팀의조직(http://www.libraries.army.mil/contact.htm)도나타나있다.

16) http://www.sla.org/division/dmil/AboutML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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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미국도서관협회의 라운드테이블로 운 되는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

(Fedral and Armed Forces Libraries Round Table: FAFLRT)에 의해 군에 근무하는 사서들

이 조직된다. 이 FAFLRT는 미 연방정보 및 군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전문업무를촉진시키고, 연방/군도서관과정보시설및자원들의적절한활용을장

려하는 조직이다. 또한 이 조직을 통해 연방/군도서관 계획과 개발 및 운 과 관련된 연

구와발전을진작시키고있다. 

3.2.2미국의병 도서관프로그램

미국은 20세기이후 다양한 전쟁에 참여한 여파로 군부대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다양

하며 전문화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사기 진작과 복지, 레크레이션

이라는 종합적인 틀에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군부대 도서관프로그램으로 미 국방

부(펜타곤)의 Army Library Program(ALP)이있다.17)

이 프로그램은 여러 관종(학술연구도서관, 통합도서관, 일반도서관, 사령부지원 도서

관, 법률도서관, 의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기타 미군역사연구소: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군부대(Army community)

가 전자도서관서비스를 경유하여 선택된 웹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

로그램의 비젼은“현재와 미래의 하나의 전략적 지식경 제공처로서, 군부대의 성공적

인 사명완수를 위한 관문으로써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명은“군대가 군인,

군속 및 그 가족들을 위해 교육, 연구, 훈련, 자기개발, 복지, 봉사활동, 평생 학습을 동시

에용이하게수행할수있도록광범위한지식을얻게하고유지시키게하는전략적인지

식경 자원으로존재하게하는것”이다.

이러한비전과사명을제시하고실행하는기관으로병 도서관프로그램부가있다. 이

부 안의 병 도서관 사서는 260개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전략적 계획, 정책 그리고 그

보다많은 ALP의전세계네트워크의지지를위한책임을지도록되어있다. 이들병 도

서관사서들의본부사무실은 1997년부터워싱턴펜타곤에자리잡고있다.

이 ALP가 제공하는 육군도서관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는‘육군전자도서관서비스’(Digital

Army Library Service: DALS)라는 포털 사이트로 설계되고 있다. DALS는 현재 계획과 개

17) http://www.libraries.army.mil



92 병 도서관의역사와발전방향

발의 초기단계에 있는데, 완전히 실행되면 ALP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자정보자원에접근할수있도록되어있다. DALS서비스는 OPAC 제공과전자레퍼런스

서비스, 전문자료제공을포함하고있다. 

ALP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동적인 공동의 노력이 병 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적 지식

과부대의지식경 지원과원거리학습주도등으로결합되어군네트워크를통해전세

계에분포되어있는군개별도서관의장서구성에 향을미칠것으로내다보고있다.

ALP와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군부대 지원 도서관프로그램 서비스로 미 육군

일반도서관프로그램(U.S. ARMY GENERAL LIBRARY PROGRAM)이 있다.18) 이 프로그램

은 1984년 11월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에의해설립된미육군및가족지원센터

(U.S. Army Community and Family Support Center: CFSC)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육군 병 도서관들은 CFSC를 통해 관리된다. 미 육군 일

반도서관네트워크는군부대의지적요구를충족시킨다. 약 127개의일반도서관들이세

계 14개 국가에 있는 군 광역망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CFSC도서관프로그램 사무처는

정책, 프로그램 방향과 기준19)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서비스도서관들의 평가와 조언, 도

서관 활동과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사서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법령등도제공한다. 부가적으로 CFSC 도서관프로그램사무처는중앙집중식수서서비스

를통해각도서관의도서와전자참고도서의구입을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미군은 한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과 부속기구 직원 그리고 각 미군에 배

속된 한국 군인들을 위해 병 도서관을 운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IMA KORO MWR20)라는 온라인 전자도서관 형식이 오프라인 도

서관과 병행하여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도서관

협력망이다. 따라서 이 곳은 우리나라 각 지에 분산되어 주둔하고 있는 22개 소의 미

군을 위해 동일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다. 패스워드를 부여받

은 사람은 누구나 이 시스템의 22개의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서라도 자료를 대출 받

을수있다.

18) http://www.armymwr.com/corporate/programs/recreation/libraries/

19) 관련 기준으로 1)Arm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Baseline Library Standards,

2)Department of Defense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Library Standards 등이있다.

20) Libraries http://eusa.librar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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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의병 도서관프로그램

대표적인 미국의 육군도서관프로그램으로 Army Library Program와 Army General

Library Program이 있다면 국에는 Army Library Services(ALibS)가 있다.21) 이 ALibS의

사명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육·해·공군의 군대 단위 또는 개인들에게 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작전지원, 교육, 훈련, 평생학습과 복지에

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정의되어있다. 이러한일들을위한도구로서도서, 정기간

행물, CD-Rom 등과 인터넷을 포함하는 현대의 모든 정보서비스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은 ALibS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

한국방부웹서비스는모든자격있는가입자들에게는무료로제공된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원들은 도서, 대중잡지와 학술지, 인터넷과 온라인 정보, CD-

Rom과 전자 DB,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로 구분되어 있다. ALibS의 항목별 주요 서비

스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1) Military Studies Library Service(MSLS) : 군사관련 시사토픽에 관한 레퍼런스와 초록

및아티클을제공하는월별최신정보주지서비스

2) Army Portal, MODWeb, AGC-ETS : 웹사이트또는전자우편을통한하드카피이용

3) Prince Consort’s Library로부터 아티클 이용지원 : 1986년부터 소급하여 6개월마다

생산(50,000레퍼런스)되고있는전체데이터베이스의누적판 CD-Rom

4) e-Service : Defence Community의 회원들을 위한 모든 병 도서관에서 작전 계획,

군사교육과훈련, 개인적발전과재충전에관한정보를이용할수있다. 

이 이외에도 ALibS는 이용자들이 빠르게 권위 있고 수준 높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

록 ALibS Information Potal을개발하 는데이포털서비스는추천된인터넷사이트를통

해 모든 병 도서관에 접속되며, 현행 MSLS 리스트, 주제별 도서리스트, 전체 MSLS데이

터베이스, ALibS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ALibS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

와자료를이용할수있다. 인터넷에부가하여 ALibS는일반적으로웹상에서얻을수없

는뉴스서비스와지역정보(country profile) 등과같은또다른온라인주요정보원들도구

독하고있다.

21) http://www.agc-ets.co.uk/librar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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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국의 전자도서관의 운 프로그램을

소개하 다. 실제 이 두 나라 외에도 서구 유럽에서는 복지와 사기 진작, 교육훈련, 레크

레이션이라는큰틀에서많은프로그램들이운 되고있다.22)

4. 우리나라병 도서관건립과정의문제점과발전방향

앞서의 우리나라 병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병 도

서관은미국등선진여러나라에비해그역사가짧고, 사회적인인식이부족하며, 국가

적인지원도부족한것으로보인다. 특히미국은 1,2차세계대전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

지금까지세계각처에주둔군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현재도분쟁지역에군부대를파

견하는 등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전통적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

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동북아

시아의 군사적 요충지라는 전략적 측면 때문에 군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군사력면에서도 70만명의군병력을보유하고있는세계적인군사국가이다. 그러나이

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렇다 할 병 도서관 하나가 없는 등 병사

들에 대한 복지 및 문화적인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 국, 캐나다

등은대체로 사기, 복지(교육·훈련),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기본 개념 하에군인 및 그가

족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데그대표적인것중에하나가바로병

도서관의운 인것이다. 

오랜 역사로 인해 국방부내의 관장 부서가 있고 1953년에 이미 특수도서관 협회의 군

부대사서분과가기본조직으로만들어졌으며, 도서관협회의연방/군도서관라운드테

22) 캐나다는 Army Electronic Library(http://armyapp.dnd.ca/ael/)라는군부대장병을위한전자도서

관을 운 하고 있고,  미국은 군별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해군의 경우 Education and Library

Reference Center (http://www.petersons.com/army/index.asp)가 운 되고 있다. 스위스도

Federal Military Library라는연방군도서관(http://www.vbs-ddps.ch/internet/generalsekretariat

/en/home /doku/milit.html)을 운 하고있고, 루마니아에는National Military Library라는국군도

서관(http://english.mapn.ro/biblioteca/)이 있다. 특별히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Army Library

Recruit Program(http://www.moniz.org/ArmyLib/alrp.htm)이 있는데이는군부대사서를모집하

고, 신병을대상으로도서관오리엔테이션을하는프로그램을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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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도연중운 되고있다. 또한병 도서관의운 이인터넷을통한디지털도서관프

로그램으로만들어져전세계적인연결망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 이를지원하는국방

부나 자원단체의 활동도 대단히 크고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병 도서관의 전담사서 조

직이있고병 도서관기준이있는등제도적인안전장치가만들어져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최근 병 내의 지식기반 확충을 통해 장병들에게 자기개발 촉진

의 기회를제공하고자 민간단체 등이 신문사와손잡고‘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을벌이고

있다. 이것은군의사기를위해서도다행한일이아닐수없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아

직 일천한 역사와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불완전한 여건 하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벤트 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그 기초를 닦고 하나

하나 체계를 세워 가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다면 그 동안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민간단체가 나섰다면 이제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

관계등전문가집단의참여가필요하다. 그래서전문가적인측면에서이러한운동이내

실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취약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이를분야별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4.1 병 도서관의설치를위한법적문제

첫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의2의①에 따르면,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 도서

관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다. 국회의심의과정에서, “다만병 도서관은병 내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 제대와 규모 및 운 을 국방장관이 정한다”고 한 조항은

제외되었고, 이는“국방장관은 병 도서관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들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7조의2의④)”로

대체되었다. 향후시행령의제정을통해다시언급되거나구체화될수있을것이지만, 어

쨌든 병 도서관 설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단 비켜간 것이다. 그러면‘설치 제대(梯

隊)와 규모 및 운 ’을 국방부에 맡겨둘 것인가? 국방부는 설치 주최이기는 하지만 도서

관 전문가 집단은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두면 한정된 자원으로 언제 당장 필요한

기준 안이 나올지도 모른다.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군의 협조를 받아

야 하겠지만, 설치근거에 대한 기준을 하루 속히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의지원과결집된압력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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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이 없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경감과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

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 운 비의 70∼80%가 사서직원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법 제2조의⑨에 따라, 병 도서관이 그

주된 목적인“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

하기위해서는분류, 편목등의도서관학적기본지식과함께학습과문화활동을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시적으로 운 되지 않는 병

도서관에 예산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대체인력으로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중에서 장

교복무자를뽑거나, 재학중인자를특기병으로선발하는방안을제도적으로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병 도서관에는 전담관리 사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병 도서관 전문사서(Military Librarian)가 있어야 되겠

지만 우선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장교와 특기병으로 선발하

는것도바람직한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감독부처에 병 도서관을 조직 관리할 전담 부서의 설치

가 필요하다. 이들부서를통해전군의병 도서관을체계적으로지휘, 감독, 지원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이나 도서관 관련 단체 등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

들의 협조도 얻어내야 한다. 전통적으로‘정훈부’나‘정훈과’같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

를 총괄했지만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문성 강화와 위상제고 측면에서 별도의 전담 부

서가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4.2 도서관및관련단체의병 도서관지원문제

첫째, 한국도서관협회 내에 병 도서관 지원분과를 설치해야 한다. 병 도서관 건립운

동은 오랜 세월 동안 개별 독지가의 기증 운동을 거쳐, 최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많

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 자체의 노력이나 도서관 관련 단체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

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종로도서관등일부도서관이‘군부대에책보내기’운동등군부

대 지원에 관여 하기는 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 최근‘(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

부’와‘중앙일보사’가 벌이고 있는‘진중도서관 건립 운동’은 사회적 공론화와 도서 지

원 등 그 기반을 만드는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설치된 도서관이나 지원된 장서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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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리및활용까지를책임지지는못한다. 그렇다고지원받은기관이이를책임지고발

전시킬만한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도서관 관련

단체의 몫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자료의 선정, 분류 및 편목, 자료관리 프로그램의 설

치, 병 도서관 홈페이지 제작지원, 도서관담당 관리장교 및 사병에 대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봉사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많은 부분은 자원 봉사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병 도서관을 지원해 줄 도서관 관련 단체나 개별 사서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 내에 병 도서관 지원분과가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

다. 이 협회 내의 병 도서관지원분과를 통해서 병 도서관 기준마련이나 자원봉사 대

책 및 각종 지원안이 개발되고, 지원 경비와 인력 수급 문제 등도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있을것이다.

둘째, 지역 공공도서관의 병 도서관 지원체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군부대 장병들의 활용은 국내에서도 몇몇 사례가 있다. 대

표적으로 부평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 이나 순회문고 설치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다.23)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은 군부대 및 경찰서에 설치된 순회문고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주고, 이용 봉사를 지원한다. 현재 부평 도서관의 이동도서

관 경유지로 3군지사, 경찰청, 공병부대가 있다. 자체적으로 병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방의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하나의

제도적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의정부

공공도서관의 의정부 교도소 지원이다.24) 이동도서관을 통한 재소자의 독서환경 조성

은 의정부 교도소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선진교도 행정을 펼 수 있는 하나의 프

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 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은 병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대안

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예산지원이 어려운 군부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효과도 있으므

로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http://www.bupylib.or.kr/bupylib/mov/e01.htm

24) 문화일보(’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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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병 도서관’관련간행물의발행과홈페이지제작

첫째, 병 도서관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부대 사병들 상호간에 공감대를 확대하는 측

면에서‘병 도서관’관련간행물의발행이필요하다. 이는현재국방부에서발행되는일

부 홍보용 책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어야 한다. 군과 관련된, 아니 군과 관련되지 않았

더라도 군부대 장병들의 사고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준 높은 저작물이어야 한

다. 사보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을 평가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랑의 책 나누

기 운동본부’에서도 과거 진중도서관 회보‘으뜸 책마당’과 월간‘나눔의 책’을 창간하

여 일정기간 발행한 바 있으나,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다. 책을 만드는 일은 의욕

만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출판에 관한 전문성과 기금지원 등 외부 협력이 절대적으

로필요하다. 그러나이에대한홍보가잘되면상당부분은자원봉사자를활용할수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중에는원고료를받지않는기고자도있을수있을것이고, 전문적인

편집을맡아줄사람도있을것이다. 중요한것은일정수준을유지할수있는편집이가

능한 조직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마련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 69만명의 장병들과 그 가족들, 군대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많은 전

역자들을 생각해 보라. 100여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간행물의 발

행은 이 커뮤니티의 정점에서 병 도서관의 존재 역을 넓히고, 독서환경도 상당부분

개선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둘째, ‘병 도서관’관련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 군부대의 병사들은 군사훈련을 통

한 이동이 잦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은 지속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병 도서

관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되어 운 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

의 병 도서관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바이지만 특히 병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병

도서관에 대한 홈페이지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군부대의 도서관’에

관한잃어버린역사도찾을수있을것이고, 새로운제안도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 해

방 이후 국군이 이었고, 책을 든 군인들은 수 없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군부대의 도서관

의역사는대부분묻혀있다. 역사는단순한기록만이아니라병 도서관의정신을계승

해줄것이기에그역사를찾는것은중요하다. 병 도서관관련홈페이지의개설은이러

한일들을좀더용이하게해줄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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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사회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의 의미와 역사성을 미국과

국 등 외국의 병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비교하여 고찰하 고, 문제점 분석을 통하

여향후발전방향을논구하 다.

병 도서관에 관한 논문은 국내에서는 아마도 필자가 처음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선행연구를찾아볼수없어서관련운동단체의내부자료와국내신문기사를주

정보원으로 활용하 다.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논문의 입수가 쉽지 않아 인터넷 자원을

주로활용하 는데이것은이논문의하나의제한점이될것이다. 또한육군을중심으로

한병 도서관에치우친감이없지않다. 따라서이논문은병 도서관의역사와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그쳤다. 향후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방향이 되었으면

싶다. 앞서장별로언급한주요내용들을결론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진중도서관’건립운동으로이루어지고있는군부대도서관의명칭은도서

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병 도서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급 부대의 병 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으로 정의되었다. 미국에서는‘Military

Library’라는 어휘가 공식적으로 쓰이지만‘Army Library’라는 단어도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육군도서관이 수적으로 월등하고, 그 역사가 대부분의 병 도서관을 대표하고 있

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병 도서관의 역사는 과거 사단이나 예하 군부대의 정훈과에 소규모

문고가 있었고, 군부대의 책보내기 운동을 1960년대부터 전개해 온 몇몇 독지가의 기증

운동과함께해왔다. 그러나도서관시설, 장서, 직원을갖춘제대로된병 도서관은근

래에 이르기까지 없었다. 1999년부터‘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여온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에 의해 2003년 8월까지 21개의 병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평균적으로

3,000여권의 장서가 지원된 것이 거의 전부이다. 한편 2003년 5월‘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개정을 통해‘병 도서관’항목을 별도 규정하여 병 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지원을

진작시키고자한것은우리나라병 도서관건립의제도화의발판을마련했다는점에서

의의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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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의 병 도서관의 역사는 1917년부터 시작되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성장

해 갔다. 국방부 내에 병 도서관 전체에 대한 관장 부서가 있고, 군부대 서비스 사령부

의특수 역봉사분과의도서관계가지휘·감독부서라인에있다. 미국은 2차대전이후,

사기, 복지, 레크레이션 지원이라는 기본철학을 통해 병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현재미국방부에등록된병 도서관만 260여개가되며, 주한미군도 22개의병

도서관을 운 하고 있다. 이들 군부대를 지원하는 부서로는 1953년에 설립된 특수도서

관협회의 병 도서관사서분과가 있고, 도서관협회의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이 조

직되어 있다. 전 세계의 병 도서관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Army Library Program(ALP)과 국의 Army

Library Services(ALibS)가있다.

넷째, 향후우리나라병 도서관의발전방향을다음 6가지항목으로정리하 다. 1) 병

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병 도서관의 설치 제대와 규모 및

운 ’에 관한 기준(안)을 도서관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2) 또한 사서직원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되, 병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장교와 관리병을 문헌정보학 전공자

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와 함께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군

감독부처에전국적인병 도서관을지휘, 감독할전담부서가설치되어야한다. 4) 병

도서관의 운 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등 외부 봉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도

서관협회내의병 도서관지원분과가조직될필요가있다. 5) 지역공공도서관과군부대

병 도서관을 연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병 도서관과군부대사병들을위한수준높은간행물의발행과병 도서관홈페이지

개설을통해군부대에대한인식을넓히고, 병 도서관의역사를새로쓰는계기를만들

필요가있다.

문화에는계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 화초를기르는정성도있어야한다. 이제막시작

한‘진중도서관 건립 운동’의 결실은 쉽게 맺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섣부른 기대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지혜를 모아 체계

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걸음에 이 이 도움이 되었

으면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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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bs-ddps.ch/internet/generalsekretariat/en/home/doku/milit.html

■http://www.wcsu.edu/library/odlis.html#M

■https://www.us.army.mil/portal/portal_home.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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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는 국제 DOI 재단(IDF: The International DOI Foundation)의 초대 의장으로 있는 노만

파스킨(Norman Paskin)씨가 D-Lib Magazine(http://www.dlib.org/dlib/june03/paskin/

06paskin.html, Vol. 9 No. 7/8, July/August 2003)에 기고한“DOI: A 2003 Progress

Report”를완역한것이다. DOI의 개발배경, 정의및특징, 최근개발및적용현황, 향후발전방향

등에대해상세히기술되어있기때문에 DOI에 대해전반적으로파악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한국어번역을흔쾌히허락해준노만파스킨의장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2) KT IT본부선임연구원(hsan62@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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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 DOI 재단(IDF: The International DOI Foundation)은 최근 DOI 핸드북(DOI

Handbook) 제3판[1]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DOI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3판은단지이용자지침서를갱신한것이상이다. 1년전에마지막판이발표

된 이후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의 기반 기술과 실질적인 적용 및 개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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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있었다. DOI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견되었던 대부분의 기술적 작업 프로

그램은현재완성이되었다. 

리디렉션으로연결되는 구적인이름으로서의 DOI의초기의간단한구현이계속이

어지고 있는데, 대규모의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활용을 지원하는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수많은 등록 기관들(Registration Agencies)을 통해 수백군데의 기관들로부터 수천만개의

DOI들이 부여되고 있다. 연합 서비스(Associated Services) 제공 등과 같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의 구현이 잘 개발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소규모이다. 이들 구축

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최신 버전의 일부로 완성이 되었으며 새로운 발전의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처음 텍스트 출판으로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커뮤니티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용이 되어왔다. 여기에는 국립도서관(최근 IDF에 가입한 국립도서관들의 컨소시움),

정부문헌보존소( 국의 TSO The Stationery Office를 DOI 기관으로지정하고 EC 출판국

에서 DOI의 사용을 발표), 비 어권 시장(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비텍스트분야에서의구현은비록현재일부가논의되고있지만아주느

린속도로개발이되고있다.  

DOI 커뮤니티는지난수년동안몇가지획기적인성과를거두었다.

객체에이름을부여하는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성공적인구현을하 으며여기에

서는컨텐츠를단순히비트들의패킷이아닌정보객체로처리한다.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위한 의미론적 도구로서 <indecs>TM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지원하고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며구현을하는데있어서 IDF의역할을수행하고있

다. 이것은 시멘틱 웹과 유사한(Semantic-Web-like)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컨텐츠를 정

보로서다루기위한핵심적인단계가된다.  

고도의어플리케이션구축을위한템플리트개발을통해변환(resolution) 및메타데이

터 기술들(technologies)을 연결시키고 웹 서비스 및 유사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연결고리를제공한다.

복수의커뮤니티자율성을허용하는정책프레임워크를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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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적 연결(contextual linking)에 있어서 OpenURL 등과 같은 관련 표준들의 등장과

함께 DOI를실질적으로구현하 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 핵심에 있어서 이들은 기술적인 문제보

다는 개념과 더욱 관련이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들에까지 관련이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표준에 기반하지만 표준 이상을 기반으로 DOI를 표준 부문에

서 하나의 실질적인 구현대상으로서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것, 관련 식별자 개발 분야에

서 일하는 다른 커뮤니티들이 폭넓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에게 DOI의 혜택을 제

공하는 것, DOI가 다른 활동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

는 것, 상업적인 그리고 비상업적인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

반구조가정착되고있다는것을보장하는것.

완전하게 관리가 되고 지속적인 기반구조를 갖는 구적이고 운용가능한 식별자들은

모든 활동들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활동들에는 적합하며 이들이 사용될 경우

에 성공적이고 광범위하게 채용된 시스템에 대한 키이가 규모의 경제(그리고 가능할 경

우, 다른관련된노력들과의융합), 활용의유연성, 활용에대한낮은장벽등을장려하게

된다. DOI는 이것을 잘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더 많은 노력 없이는 아직은 성

공을보장하지는못하고있다.  

2. 역사적개관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탄생한지도 벌써 10년이 흘 다[2]. 이 브라우저가 나오자 마자,

사라지는 링크들에 대한 정보관리에 있어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3]

1995년에는 정보자원 탐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이

것이 바로 더블린 코어(Dublin Core) 프로젝트 다[4, 5](그 이후로, 1998년에 구

(GoogleTM)[6]의 시작으로 정보자원 탐색 세계가 원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7년에,

BIC/EDItEUR에서 발표한 논문인“독창적인 식별자 개요(Unique identifiers: a brief

introduction)[7]”는 1998∼2000사이의 <indecs>[8] 활동의 전조가 되었다(여기에서는 모

든 전자상거래 매체들 사이에서 범용의 호환성있는 데이터를 고려하 다). 디지털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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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DOI)는 컨텐츠를 디지털로 관리하기 위한 확장성있는 기반 구조를 제공하기 위

해 5년전에시작되었다. 비록초기에는일반적인도구로설계가되었지만출판사들을위

해 디지털 컨텐츠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초기이지만 관련된 활동

으로서 곧이어 DOI의 핵심이 된 내용이 디지털 객체에 관한 칸과 윌렌스키(Kahn and

Wilensky)의 논문[10]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식별자(핸들)의 개념을 검

토하고 인터넷을 데이터 패킷의 이동 개념으로부터 정보 관리 개념으로 재개념화하

다. 칸과 윌렌스키 논문은 1993년에 특허로 등록된 기본적인 디지털 객체 개념에 관한

CNRI에서의 칸 등에 의한 초기 작업 결과로부터 나왔다[11]. IDF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

에,  “DOI: 현황 및 전망(DOI: Current Status and Outlook”에서는 앞서서 방법을 요약하

으며[12] “하나의 기능으로부터 여러 기능으로: DOI 기능 개발에 있어서 다음 단계

(From one to many: the next stage in development of DOI functionality)”[13]에서는그내

용이더욱분명해졌다. 여기에서는논리적인방법으로“하나의 DOI 대하나의 URL”로부

터“하나의 DOI 대 다수의 데이터 유형”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과 그 결과들을 검토하

고 로컬 환경하에서 식별자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조사하 다. 그 당시에 예측되었던

작업프로그램의많은부분들이현재는해결이되었다.

DOI는 하나의 적용 활동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개발 활동이다. 즉, 구적이고 조작가

능한 식별자(끊어진 연결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정 컨텐츠 조각의 이름 역할을 하는

DOI)의 초기 구현 내용을 적용하고“비트(bits)”보다는“의미(meaning)”수준에서 분산

컨텐츠 관리를 위한 공통의 기반 구조로서 완전한 구현(복수의 변환 및 상호운용가능한

메타데이터를이용하여)을한다. 

비록 웹과 즉각적인 연결 관리 문제에 대한 현재의 가시성이 DOI들이 초기에는 웹에

서 구현되었음을 의미하지만 DOI는 웹만을 기반으로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14]. 최초의 DOI 구현에 관한 초기의 성공

사례는 CrossRef[15]인데 이것은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출판시점에서 과학 및 기타 학

술전문기사들에 DOI가부여됨으로써인용으로부터원문으로의연결이가능하게된다.

이것은현재주요한발전으로널리인식되고있으며저명한과학및전문출판물들의수

많은기사들에서사용이되고있다.  

DOI의 완전한 기능 사례는 특정 문헌의 새로운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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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지하는 기능인데 이것은 DOI 기능을 이용하여 아도브 아크로뱃에서 구현되어

있다[16]. 초기의 구현 내용과 끊김없이 호환성을 갖는 완전한 구현 사례가 점차 개발이

되고소개가되고있으나최근에출판된완전한문헌(그리고 API 등과같은도구들)에서

는 복수의 변환(resolution) 및 DOI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확장성 있는 DOI 서비

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다. DOI

핸드북제3판이최근에출판됨으로써이루어진이단계의완성은국제 DOI 재단의중요

한성과이며광범위한독자를위한현재위치를요약하는유용한점이되고있다. 

3. 표준기반의구축

국제 DOI 재단은 기존 표준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하 으며 표준이 존재하지않을 경우

다른 표준들과 연계하여 새롭게 표준을 개발하기로 하 다. 또 다른 방향은 특정 분야,

매체, 혹은기술에한정되지않고완전히확장성이있고상호운용성을갖는시스템을개

발하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원칙에 입각하여 구현가능한 실질적인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완전한 구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곧바로

파악이되었으며이들요소는다음과같다.  

DOI 관리자들이 모든 메타데이터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다른 기관

에서 부여한 DOI들과 의미적으로 동일하도록 해주는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프레임

워크. 이것은 DOI 개념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indecs>(전자 상거래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로 개발이 되어 왔다. 이 프레

임워크가 MPEG 21에서 권리 데이터 사전(Rights Data Dictionary)의 기초로서 채용되

고있으며다른분야에서 향력을발휘하고있다.   

광범위한 사람들이 등록과 관련된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O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수 변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DOI는 비록 인식은 못하지

만 반드시 처리해야할 자원들을 나타내는것으로 가정함. 이렇게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핸들 시스템(Handle System)이 채택되었다. 최근의 DOI 작업에

서는 DOI들을 <indecs> 원칙을 기반으로하는 메타데이터 체계를 포함하는 어플리케

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s)에 연계시키기 위해 핸들의 복수 변환을 이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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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이들두기술을결합하는규격을이프레임워크의상단에위치시켰다. 

똑같이 중요하게, 표준만으로는 실제 구현이 아니라는 인식. 실제 구현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기위해서는기술및정책모두를위한지지기반이필요했다. 물리적인바코드

시스템과좋은비교가되는데여기에서표준바코드심볼과코드인식기는분배, 정책,

상업적 응용 도구의 비즈니스 기반의 일부가 되며 상용과 비상용 모든 부분에서 광범

위하게 이용이 된다. 이에 따라 DOI는 종종 디지털 네트워크를 위한 바코드로 설명되

고있다. 

최신 DOI 시스템기술에관한완벽한설명은 DOI 핸드북에나와있다. 식별및메타데

이터에관한몇가지기본개념들은최근리뷰기사에언급이되어있다[17]. 

4. DOI 현황

DOI는 지적 자산 트랜젝션에 있어서의 연관성의 특정 앤티티를 속적으로 식별하고

이앤티티를관련되는데이터및서비스와연관을지워준다. 하나의앤티티는모든수준

에서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O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을 식별하

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비록 초기 구현 단계에서는“생성(creations)”에 초점을

맞추겠지만관련된협정과이해당사자를식별하는데도사용될것이다(지적자산트랜젝

션의범위가매우광범위한반면, 사람, 자연객체들혹은트럭등과같은앤티티들이이

러한 트랜젝션에 관련되어있지 않을 경우 DOI가 이들 앤티티들을 식별하는것은 적절하

지않다). DOI는상업적가치가있는앤티티뿐만아니라비상업적물질이나트랜젝션을

식별하는데사용될수있다.    

DOI 시스템은다음과같은독창적인기능들을제공한다.

구성(Persistence) : DOI는위치, 소유자, 기술방법그리고다른변화가능한속성들에

서의변화에무관하게 구적인식별된객체에관한정보(메타데이터)로변환된다. 만

약 특정 객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DOI는 비록 유효하지만 현재는 기능을 하지않

는식별자를최소한으로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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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상호운용성에의해관련컨테츠들과다양하게상호연결

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컨텐츠의 유용성과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확장성(Extensibility) : 여기에서 확장성은 향후에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능력을의미한다. 

효율성(Efficiency) : 복수의출력포맷을위한단일데이터관리(플렛폼독립적)와어플

리케이션및서비스의클래스관리를통해효율성이확보된다. 

동적인 갱신(Dynamic updating) : 메타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신속하고 쉽

게갱신이되어야한다.

이러한 기능의 장점들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정 커뮤니

티에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사 컨텐츠관리에

있어서의 DOI는 소유하고있는 것을 식별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18]. 출판사들에 있어서 DOI는 향상된 탐색기능, 억세스를 위한 더 긴

수명, 관련 정보에 대한 연계 등을 제공한다. 인용에 있어서의 DOI는 출판 제작과정 등

에서의상호연계를생성할수있는기능을향상시킨다.

몇몇 장점들은 그 자체가 DOI에만 독창적이지가 않다. 예를 들어 구성은 URN과

URI 규격의한특성에해당하며여기에서 DOI는기본적으로하나의구현사례에해당된

다.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는 ABC 등과 같은 여러 온톨로

지프로젝트들중의하나의특성이다[19]. 그러나 DOI는이들장점들의결합이면서동시

에 이들 장점들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는 하나의 구현 사례라는 점에서 독

창적이다. 

DOI 시스템은다음과같은 4개의 역으로구성되어있다.

1. DOI 부여(Numbering) : DOI가 인식하는 지적 자산 앤티티에 수문자(숫자 혹은 이

름)를 부여한다. DOI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혹은 종종 Univers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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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로불리움) 및 URN(Uniform Resource Name)을구현한것이다. 번호부여메커니

즘은 ANSI/NISO Z39.84-2000 구문 표준을 따른다. 비록 DOI 시스템 측면에서는 숫자열

이“불분명하거나(opaque)”의미가 없더라도 숫자는 기존의 모든 식별자 체계를 포함

할 수 있다. DOI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으며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2. 연관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DOI에 의해 식별된 앤티티의 기술(Description) : DOI 메

타데이터시스템은 <indecs> 프레임워크에기반하고있다. 특정앤티티와함께이용가능

한 메타데이터는 여러 상이한 메타데이터 체계들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특정 트랜젝션

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트랜젝션의 성격에 의존한다. 몇몇 메타데이터는 모

든 어플리케이션에 공통적이며 최초의 식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특정메타데이터의소규모커널(모든 DOI에필수적임) 개념이개발되었으며어플리케이

션프로파일(DOI의특정그룹에한정된) 뿐만아니라기존메타데이터체계들의매핑을

가능하게해주는구조화된데이터사전내에서공통적으로통제되는정의들을통해이들

이 상호운용성을 가짐으로써 DOI와 서비스들이 다양한 정보원들에서 사용되고 결합될

수있어야한다는견해도확장되었다. 

3. 변환(Resolution) :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변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정 식별자가

“작동될 수 있도록(actionable)”해주는 인터넷 기술. 현재 이들은 핸들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확장가능하며안전한범세계적인명명서비스(Name service) 제공을위해설계된범용의

분산 정보시스템이다. 핸들 시스템에는 개방형 프로토콜 집합, 네임스페이스, 프로토콜

들에 대한 구현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DOI 시스템은 핸들 시스템의 하나의 구현사례

가된다. 

4. 정책(Policies) : 특정 사회 기반구조내에서 시스템 운 을 관장하는 규칙들. 사회 기

반구조에서는일상적인지원및관리뿐만아니라시스템의예산및현재의운 요구사

항을정의한다. 

이들 4개의 구성 요소들은 다른 곳에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URI, 핸들 식별자,

<indecs> 메타데이터원칙들, 조직정책등과같은다른구현사례들이있다. 그러나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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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완벽하게구현되고관리되는하나의시스템내에모든구성요소들을한꺼번에가져오

는측면에서는독창적이다. 

5. DOI 활용현황

DOI 시스템은 IDF 후원하에서 특정 커뮤니티를 위해 DOI를 부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등록 기관들(RAs)을 통해 운 되고 있다.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 더 많은 RA들

이 지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상업적 기관과 비상업적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된다[20]. 초기 참여자들의 열정에 의해 예를 들어 CrossRef, Content Directions 등과

같은 DOI를 제공하는 전담 회사와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

다. 최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DOI를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추가하고자 하

는 기존 회사들(예를 들어, TSO, Copyright Agency Limited 등) 혹은 MEDRA 등과 같은

컨소시움회사들을 RA로지정하는경우가있다[21]. 

부여된 DOI 숫자는 300여개 기관으로부터 1000만개가 훨씬 넘고 있다. 초기의

CrossRef 구현 사례가 가장 많은 이용자로 남아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도 점차 관심이 고

조되고 있으며 완벽한 어플리케이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들의 적용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각각의 RA들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체 커뮤

니티가 DOI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인 어플리케이션 분야내의 수많은 잠재적인

RA들과 커뮤니티들이 DOI 제안서를 개발하고 있다. 독립적인 평가 결과는 대부분이 긍

정적이다.   

“… DOI가굴러가고있는것은분명하다. 교육시장에서의점증하는관련성, DOI 등

록기관인 국 TSO사를통한최초의정부부문에서의사용시작, 그리고유럽의가장혁

신적인 국립도서관들이 하나의 비공식적인 컨소시움으로 국제 DOI 연맹에 참여하기로

한 최근의 발표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DOI가 단일 변환 솔루션으로부터 복수의

변환환경으로꾸준히발전했으며현재는메타데이터와관련데이터를정렬시키고지시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했음을 나타낸다. 두개의 요소 모두 중요하다. 여러 상이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은 중요하며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지적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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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야할필요가있는메타데이터를이용자들이탐색하는것을도와주는것은컨텐츠

구조화의 핵심이며 기본적인 수준에서 DOI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단순한 컨텐츠 조

직화 혹은 관리 시스템이 된다. 현재 DOI는 모든 컨텐츠 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충분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웹 조직화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 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총회에서 DOI와 다른 구 식별자 체계들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팀 베르너-리(Tim Berners-Lee)는 DOI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URL

과연계가되어있는한, 인정을한다고확실하게응답을했다. 가까운장래에객체에숫

자를 부여하고 객체에 관한 지식을 숫자와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사회의 다양한 어

려움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여 결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것

이다”(EPS Update Note, 2003년 5월 8일자)[22].

“5년 이내에 모든 산업 분야의 대부분의 출판 자료 즉, 방화벽 내부든 외부든 소비를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든 컨텐츠나 정보에 DOI 표준이 첨가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

측되고있다”(패트리시아세이벌드그룹)[23]. 

6. DOI 선진적용사례

DOI가 완벽하게 구현되면 복수의 변환과 상호운용가능한 메타데이터가 결합하게된

다. 변환(resolution)은 하나의 식별자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입력 혹은 요구가 되고

연이어 예를 들어 위치(URL) 등과 같이 식별된 객체와 관련된 한 개 이상의 최신 정보

(상태 데이터)로 된 특정 출력을 받는 하나의 프로세스이다. DOI 변환 구성요소로 사용

된 핸들 시스템에 의해 가능하게된 복수 변환은 DOI에 의해 식별된 앤티티 즉, 적어도

하나의 URL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의된 데이터 구조(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언

급될 것임)와 관련된 여러 개의 최신 정보로 된 출력의 결과값이다. 상호운용가능한 메

타데이터는 공통의 온톨로지 기반을 포함하는 잘 정의된 원리를 따르며 따라서 특정 메

타데이터체계를벗어나서도이해가될수있는메타데이터요소와체계를나타낸다. 

최근의 DOI 핸드북에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있는 완벽한 DOI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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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에서는 DOI, DOI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s), DOI 서비스 등과 같은 개념들

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DOI는 한 개 이상의 AP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AP들은한개이상의정의된서비스들과연관성을가지고있다.

DOI 어플리케이션프로파일은공통의속성집합을공유하는지적자산앤티티들의특

정 클래스에 대한 DOI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혹은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의 기능 규

격이다. DOI 서비스는 예를 들어 X를 수행하면 그 결과는 Y가 될것이다 등과 같이 정의

된행위의정의된결과이다. 이것은네트워크상의특정서버들과자주관련을갖는다. 그

러나문헌상의일자와 DOI 레코드상의일자를비교하는정의된방법등과같은더욱추

상적인 개념들을 포함한다. 서비스들 중의 하나는 최소한 유일한 것으로서 각각의 DOI

에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후에 특정 AP의 각각의 DOI와 연관성을 갖게되는

모든 추가 서비스들도 해당 AP아래에 등록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AP에 대한 하

나의변경이해당 AP내의모든 DOI들에 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 정보관리 도구 집합의 장점들은 분명하다. DOI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은 그룹

화하는 메커니즘이며 변환작업과의 결합을 통해 AP도 서비스들을 위한 일정 수준의 인

다이렉션(indirection)이 된다. 따라서 만약 애이킴 등록 기관(Acme Registration Agency)

이 100만건의 DOI를어플리케이션프로파일 9 모두에등록하고, 일년후에한가지서비

스를 초기부터 이용가능한 3개의 서비스에 추가할 경우, 오직 단일의 10.AP/9 레코드만

갱신이 필요하며 이미 AP9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100만건의 DOI들은 갱신할 필요가 없

다. 이와비슷하게, 기존 AP들에추가서비스들을이용할수있다. 새로운서비스가만들

어지면 이 서비스를 연결시키기 위해 모든 DOI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들도

이 서비스에 대해 탐색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각 DOI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 이러

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가 된다. 새로운 기능(서비스)을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레

코드에 추가를 하면 이 AP와 관련이 있는 모든 수백만의 DOI들은 새로운 기능으로부터

특성을상속받게된다. 

DOI의원래의개념은단순히권리소유자들이컨텐츠를관리하는것을도와주는하나

의 도구 다. 사실, DOI 원래의 개념은 단순히“특정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하나의 숫

자” 다. 다행스럽게도, DOI의 창시자들은 오직 포괄적으로 구조화된 접근방법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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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DOI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의 상세한 내용이“단순

한숫자”와는거리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 그연계성은매우분명했다. 모든형태의컨

텐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독창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

로) 현상을정확하게기술할수있어야하며(그것이넘길수있는객체가아니기때문임)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예측가능한(따라서 구조화된) 트랜젝션내에서 그것

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 DOI 변환과메타데이터는이러한행위를가능하게해주는바

퀴내의이(큰조직속에서톱니바퀴의이와같이작은역할을수행하는것)에불과하다.  

7. 관리시스템으로서의 DOI

도메인 이름 등록과 같이, DOI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정의된 표

준과 규칙을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DOI 재단은 비 리기관이며 상

업적으로 운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구성은 조직의 기능이지 기술이 아니다. 구적인 식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구적인 조직의 운 이 필요하다. 구적인 기관의 주된 관심사는 지속적인 예산

조달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DOI 조직을 위해 선택된 모형은 기부금이나 회비 등과 같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자체 자원으로부터 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체

재원조달 시스템을 갖는 기관이었다. IDF는 현재 W3C와 같이 초기의 회비에 의존하는

조직으로부터운 을통해자금을조달하는기관으로변화하는단계에있다. 

DOI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가치가 추가되지만 구현 과정에서는 데이터관리, 기반구조

제공및통제와관련된반드시어느정도의자원비용이발생하며이들모두는 구성에

기여를하게된다. 조직에의해발생된이러한비용들을보상하기위해선택된메커니즘

은자체적으로 재원을조달하는“프랜차이즈”비즈니스 모형인데 이것은물리적인 바코

드 UCC/EAN 시스템과 다른 검증된 시스템들과 동일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

비에의해조달되며대신한번발표된 DOI의사용에대해서는비용이부과되지않는다. 

이러한시스템이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 (1)불법사용으로부터그리고, (2)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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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품질관리를위해시스템내의자산의보호가필요하다. 불법사용의예로는어떤것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DOI라고 부르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재무적인 상

태(등록비용 지불 면제)와 시스템 품질(낮은 품질의 데이터) 각각에 혹은 모두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구제를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DOI는 DOI 브랜드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의존

한다. DOI는 특허를 받은 시스템이 아니다. IDF는 DOI 시스템에 특별한 특허를 청구하

지않았으며구제를위해특허법에의존하지도않는다.

DOI 시스템에 의해 활용되는 기반 기술들에서도 유사한 고려를 하고있다. 핸들

(Handle)은 미국국립연구사업협회(CNRI)의 허가를 얻고서 사용할 수 있는데 CNRI는

Handle 시스템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indecs>의 지적 자산(IP)은 IDF와 EDItEUR에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부여되어 있으

며다른사람들에대해공식적인조건하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다(예로서, MPEG 21에

기여를한 <indecs>RDD 작업이있다).  

식별자부여의장점에대해광범위하게인식을하고있듯이아직도더널리보급이되

어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보다 구체적인 규격(URN 혹은 URI 등)이 실질적

인시스템을제공한다고대부분이잘못인식하고있다. 예를들어, URL은분명한기술적

기반(그들이만들어지기위한표준)을가지고있지만그것은매우느슨한사회적기반이

다(특정 도메인 이름을 확보만 하면 누구든 이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이들을

신뢰할수없다는것이다. 관련된구조화된메타데이터는말할것도없고이들은안정성

을보장하지도않는다). 제품바코드, 비자번호그리고 DOI들은규칙과규정, 데이터유

지 및 관리 비용, 상응하는 품질 및 신뢰성의 효용과 함께 더욱 긴 한 사회적(비즈니스

적) 기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으로부터 DOI 예산지원과 비즈니스

모형에관한오해가발생한다. 가장일반적인오해는다음과같다. 

DOI는 상업 출판사의 이익만을 위해 운 되는 것이다. 출판계가 최초로 구적인 식

별체계의장점을인식하고서(예를들어도서관이나캠퍼스등을위한시스템보다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 다. 다수의 출판사들이 IDF와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초기의자금을제공하 으며최초의어플리케이션인 CrossRef는출판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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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출판분야의 참여를 금지하지는 않

는다.

DOI는“다른 곳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상용 패키지이다”DOI의 실제

구현내용은기반기술규격을단순히모아놓은것이상이다. 

DOI는“권리의 관리만을 위한 것이다”초기에는 권리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권

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확장된 시스템을 요구함에 따라 DOI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

에적용이가능하게되었다. 

DOI는“검증”이안되었거나다른활동들과연계가되어있지않다. 모든구성요소들이

다른환경하에서도검증이되었으며수백만개의 DOI들이운 되고있다. DOI가핸들

과 <indecs>상에서구축되기때문에 DOI에이들의강점과실세계의테스트결과가그

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indecs> 접근방법은 MPEG 21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의 엄격한 분석에 의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기반기술들은 DOI 그 자체로서 보다는

“DOI가 X에어떻게관련이되는가”라는질문에종종적절한답을제공한다. 

DOI는“오직 하나의 비즈니스 모형을 제공한다”(백조 한마리를 보고 새들이 희고 수

을한다라고주장함). 더욱많은어플리케이션들이개발됨에따라모든비즈니스모

형을가능하게해주는 DOI 시스템의유연성이인식되어질것이다.

8. 커뮤니티자율성

DOI가모든매체와컨텐츠유형에대해확장성을가져야한다는요구사항에의해분산

어플리케이션구축기능이필요하다. 하나의관리시스템으로서, 이것은부속물을의미한

다. 변화에 관한 결정은 시스템의 정합성 유지와 호환성을 갖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내

려져야 한다. DOI 적용 결과는 관심을 갖는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DO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바코드처럼 시장 모형을 기반

으로하는 등록 기관들은 DOI에 있어 효율적으로“프랜차이즈”를 운 한다. IDF에 대한

비용과 DOI 기본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약 대신에, DOI 등록의 최상위에 가치 서비스를

추가하고 참가비를 부여하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제공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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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광범위한커뮤니티들을지원하기위해설계가되어있기때문에 IDF가특정의비즈니

스모형을강요하거나특정커뮤니티의상세요구사항을분석하는것은의미가없다. 그

러나, 만약 디지털 정보관리의 문제들을 속인 커뮤니티들이 그들에게 독특하고 다른 것

들과는공통점이없을경우에는똑같이의미가없다. 만약특정커뮤니티가 RA가되거나

RA로서 특정 앤티티를 확인할 경우, 그것이 원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형을 정립하는

것은자유다.

모든 RA는 시스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여된 DOI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DF는 RA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 그

리고 DOI들이 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혹은 유상 서비스의 일부로 만들어져야 하

는지에 대해 의견이 없다. 예를 들어, CrossRef는 약 200개의 출판사로 구성된 비 리 컨

소시움인 PILA(Publishers International Linking Association: 국제출판사연대협회)의 서비

스로서 리 및 비 리를 위해 활동을 한다. PILA는 자체적인 운 위원회, 사업 계획, 관

리조직 등을 가지고 있다. IDF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무 사항은 DOI 시스

템이용을위한공식적인협정인데이시스템을통해핸들시스템과 <indecs> 데이터사

전, DOI 구현 사례 그리고 일반적인 DOI 기술의 장점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게된다.

PILA는 CrossRef가 구축하는 것의 일부로서 DOI를 이용하며 기술의 나머지 부분과 이

기술의사용에관해서는완전히 PILA에달려있다. 아마도더욱중요한것은, 향력이사

실은 그 반대이다. IDF가 RA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RA들이 IDF에 향력을 행사한다.

CrossRef는 IDF 운 위원회에 속해있으며 이들은 IDF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궁극적으

로 RA들은 IDF를하나의연합체로서전체를통제하게될것이다. 이러한구조는여러어

플리케이션들의 공통의 구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모든 RA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RA들이많으면많을수록이러한협동이더욱가치를가지게된다.  

새로운 RA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장래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DOI

작업과공통의기반구조를이용할수도있다. 특정의 RA는자체의규칙과메커니즘을가

지고 있는 별도의“X-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함으로써 자체의“상호운용성의 섬(Island of

Interoperability)”을개발한특정조직이가지고있는것보다훨씬더많은 향력을가지

고있다. 이것은 X 범주내에서는적용되지만다른곳에서수행하는것에는 향을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조직은 Z, Y 등에대한게이트웨이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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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들은 하나의 RA를 공통의 백 오피스(back-office)로서 사용하지만 여러 개의

RA들을 개발하면서 자원들을 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몇몇 DOI 참가자들

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들이 연관된 어플리케이션들에서의 작업

을 장려하기 위해 IDF는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으며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거나 완벽

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장려해왔다. 예를 들어,

CrossRef는초기의 IDF 실무위원회에의해만들어졌다. 

9. 자금조달방법개발

IDF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 해결 이상으로 가장 큰 이슈는 개발을 위한 자원과

DOI의기반구조생성을위한현행자원의제공과관련된것이었다. 

특정 커뮤니티를 위한 기반구조는 그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의 개발을 위

한자금지원이종종문제가되며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없다. 3세

대전화네트워크, 철도등과같이공통의기반구조를지원하는정확한모형을개발하고

자 하는 노력에 대한 최근의 사례들은 많이 있다. 인터넷은 제품 바코드, 상업 컨소시움

생성 등과 같이 중앙(미국) 정부가 만들어진 것과 같았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운 모형은성숙한구현을위해서는바람직하지만약간의초기예산을요구한다. IDF는

이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회원제 모형을 선택했으며 초기 참가자 일부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보충했다. IDF는 100%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전까지 운 비용으로부터 점차

많은 액수의 수입(현재 약 1.5)을 올리고 있으며 나머지 수입은 다른 지원에 의존한다.

RA들로부터의수입과비 RA 회원들의기여를통해(지난수년동안회원기관수는 30개

에서 50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올해 처음으로 연간 단위로 수입과 지출액이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

및 운 초기 연도에는 향후의 시스템 수입을 통해 지불이 되는 대출을 통한 지원이 필

요했다. 참여자수가늘어남에따라참가비는낮아지게된다.  

“무상의 개방형 표준은 훌륭한 생각이지만 공짜 점심이 없듯이 무상의 표준은 없다.

심지어 리눅스에 기여를 한 많은 프로그래머들 조차도 장비와 인터넷 등을 제공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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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나 교육기관들의 도움에 의해 가능했다. 규격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시장 개척, 훈련, 참조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자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들 모

두를 위해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한다. 유일한 문제는 누가 여기에 대한 지불을 할 것인

가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기술적으로 가치있는 상당수의 예비 표준들이

사라진경우가있다”[24].   

몇가지 실질적인 구현 사례가 존재하기 전까지는 자금조달 기반구조의 개념을 전파하

는 것은 쉽지 않다. 진보된 커뮤니티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보다 자기 권익이 훨씬 효율

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DF는 여러가지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으며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실무위원회들을 격려하 다. 최근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나는 몇 년전에 DOI가 최초로 개발되었을 때 미국출판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의 최신기술위원회에 참여한 이후로 DOI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러

나 출판사들의 업무상에서 DOI를 구현하기 위해 출판사들과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DOI의유용성에대한생각이전혀없었다”[25]. 따라서잠재적인자금지원자들은명확한

어플리케이션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어플

리케이션들이 존재하게되면 자금지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IDF는 개발 초기년도 동안 두 가지 행동유형 모두를 보아왔으며 몇몇 수익자들은

커뮤니티의노력에무상으로편승하 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출판사들과 기타 다른 기관들(가장 최근에는 몇몇 국립도서관)이

DOI 개발지원의장기적잇점을인식하기시작했다. DOI가탄생한지몇년이지났기때

문에 CrossRef 등과 같이 입증된 장점의 명확한 실질적인 사례를 인식할 수 있다. 몇몇

출판사들은 IDF와 CrossRef 회원 모두에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최초

시작을 위한 대출도 제공해오고 있는데 IDF와 PILA 모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들이었다. 그러나 IDF내의 동일한 몇몇 출판사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하여 성공적인

CrossRef 시스템의 사업시작 비용은 년간 약 90억 달러에 이르는[27] STM(과학, 기술, 의

료) 출판시장의전세계판매액수와비교하면그다지크지않았다. DOI에의한상호연결

은이용자들과궁극적으로는출판사들을위한이러한프로세스에대한부가가치로서널

리 인식되어지고 있다[28, 29]. 현재 CrossRef에 참여하는 200개 출판사로 구성된 커뮤니

티에의한투자는장기적으로충분히보상받을수있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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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타데이터의 향

DOI 작업성과들중의하나는데이터사전을통해상호운용가능한메타데이터를위한

<indecs> 프레임워크를최초로공개적으로구현했다는점이다. DOI는기존의모든스키

마의메타데이터를이용할수있다. DOI 메타데이터시스템은의미론적인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indecs> 작업을 이용함으로써 전 도메인용(cross-domain) 도구들과

어플리케이션들(한 개 이상 AP사이에서 DOI를 참조하는 것들)이 일관성있게 그리고 효

율적으로 상호운용작용을 할 수 있다. 특정 메타데이터 용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은 언급되어지는 것들의 정확한 존재학적(ontology) 정의를 통해 본질적으로 상이한 체

계들의용어들의의미론적인동일성을보장하기위한도구이다. IDF는현재 <indecs> 데

이터 사전(iDD)[30]의 초기 개발에 관한 작업을 EDItEUR(현재는 잡지, 오디오, 비디오 제

품 정보까지 확장이 된 XML 형태의 도서 산업 제품 정보 표준인 ONIX[31]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iDD는 MPEG21 권리 데이터 사전 표준을 지원

하기 위해 <indecs>로부터 개발된 방법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상호다른 체계들과 모든

형태의지적자산자원들을기술하는사전들사이에서의미론적인상호운용성을제공한

다. iDD의 기술적 기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DOI 핸드북에서 제공된다. 향후의“의미

론적 웹(Semantic Web)”개념은 기계들과 커뮤니티 회원들이 기여를 한 기본적인 체계

이외에 어떠한 조정없이 디지털 객체를 관리하는 것을 종종 의미한다. 현재로서, 이러한

자동화된 디지털 객체 관리는 요원한 일이다. 정보교환용 정의들에 대한 의견일치가 필

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지않게 된다. 심지어 특정 시점에 범 세

계적인의견일치가있더라도언어들과마찬가지로정의들은진화를하고변화를하게된

다. 현재의 확실한 사용을 위해 모든 운용 시스템은 이러한 정의들을 유지하는데 피할

수없는비용을지불한다. DOI 시스템에서이것은 <indecs> 데이터사전의역할이다.     

DOI에 의해 식별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하여 표준 메타데이터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커널(kernel)”은 필수 요소들(가장 단순한 DOI 사용 이외의 모든 것)의 집합이다.

커널은 iDD를통해기초가되는온톨로지에기반을두고있으며자원탐색이상의활용

을위해설계되어졌다는측면에서더블린코어와다르다. 왜냐하면더블린코어는이용

도에는 적절치 않다[32].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선언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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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것은 특정 메타데이터 체계로부터 추출(매핑)될 수 있다. iDD가 생성된다는

것은 ONIX 용어들이 그러한 메타데이터의 바로 이용가능한 소스가 될 수 있으며 서로

상이한 체계들 사이에서 조정이 되지 않고서 복수로 교차하는 것 대신 중앙 집중적인 1

대 1 매핑으로 다른 체계들(예, 학습 객체들을 위한 SCORM)을 매핑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만들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서 iDD에 매핑되는 용어들은 다음에 있는 모든 용어들을 포

함한다. 

ONIX 2.1

DOI 커널(모든 DOI에대한필수메타데이터집합)

XML 스키마를 갖는 DOI 자원 메타데이터 선언(선택적인 의미론 집합)으로서 확장

DOI 메타데이터선언의표준형식으로사용될수있다.

CrossRef 메타데이터선언. 200개의출판사로부터수백만개의 DOI가부여된연속간행

물출판분야에널리활용된초기의 DOI 어플리케이션이다. 

ISO MPEG-21 RDD(권리데이터사전)

DOI에서는 모든 수문자, 대소문자 미구분, 무제한 길이의 구문법이 허용되며 따라서

iDD에서 사용되는 최신의 <indecs> 식별자(iid) 혹은 ONIX의 짧은 수문자 태그를 포함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용어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DD를 IDF 웹 사이

트에서 탐색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추가로 억세스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되고 있다. 이용가능한 iDD에 대해 완전한 iDD와 개별적인 용어 집합(예를 들어,

“CrossRef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메타데이터 선언”혹은“ONIX”) 등과 같이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견해(views)”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견해는 이용자에게 특정

용어에 관한 모든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iDD내에서의 그것의 계통 관련성)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한된 AP(Restricted APs)”를 선언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것은 어플리

케이션프로파일의특별한경우로서여기에서모든이용자들이메타데이터집합을이용

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이들용어들을 iDD에매핑하는것은아직도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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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cs> 데이터사전의가치는예를들어 ONIX 메시지로부터특정 DOI-AP의메타데

이터 요구사항으로와 같이 메타 데이터 용어들이 하나의 용어 집합으로부터 다른 용어

집합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해주는“의미론적 변형(semantic transformation)”서비스 등

과 같이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에 시작될 의미론적 개발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

제공을위한기초에있게될것이다. 이러한서비스들은시장의요구에의해소개가될것

이며 아마도 DOI-RA들(DOI 등록 기관들)에 의해 제안된 DOI-AP들로부터 모든 용어의

iDD로의 매핑을 포함하여 제3기관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매핑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미론적 분석과 소스 체계와의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DOI-AP에서

사용된특정용어의정확한의미에대하여의견일치를한다는것을보장하게된다. iDD

는 용어들의 지속적인 관리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자원이 완전히

고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DOI는 비록 근본적으로는 단체 등과 같이 다른 앤티티들을 식별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 창작물들을 식별하기위해 사용되어져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DF는 유럽연합

정보사회기술프로그램(European Commission’s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Programme) 산하의 InterParty[33]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체

식별자들의상호운용성을검토하고있다. 

11. 적절한수준에서의식별

DOI 작업의또다른성과는인터넷을데이터패킷의이동측면보다는정보관리의측

면으로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적절한 수준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관리하

는 것은 로버트 칸(Robert Kahn)[34]과 래이 오지 (Ray Ozzie)[35] 등과 같은 선구자들에

의해명확하게정리된인터넷의장래비젼에서의반복된주제이다.

DOI는디지털객체의식별자일뿐만아니라더욱광범위하게객체의디지털식별자이

다. 즉 DOI는모든앤티티의디지털관리를촉진시킨다(지적자산처리와관련된것들에

촛점을 맞춤). 실 세계 트랜젝션을 표현하는데 추상물(“작품”)과 물리적 실체 등과 같은

비 디지털 객체의 식별도 필요하며[36] “디지털 표현”만을 고려하는 기술은 디지털 저작

권관리에적절치못하다. 물건을교환하는데있어서추상혹은표현을이용하는데새로



도서관 Vol.58 No. 3(2003년가을호) 123

운것은없다. 항상물리적인자산으로처리한다. 어떤집의소유권이바뀔때, 증서와저

당권등과같은표현들이변경된다(물리적인벽돌등은아님)[37]. 지적자산과유사하게,

라이센스와파일등과같은실체는거래가된다. 이러한지적자산의디지털거래에서는

각각의 앤티티가 유일하게 그리고 구히 식별되어야하고 데이터와 연관을 가져야 된

다. 

<indecs> 프레임워크는 기능적인 정교함의 개념을 인식한다(“특정 앤티티를 구분해야할

이유가있을때이의식별이가능해야한다”). 이것은첫번째클래스의객체(자체가객체이

며 특정 객체의 속성은 아님)로서 식별된 앤티티의 DOI를 다루는데 반 이 된다. URL들은

도메인이름으로그리고그다음으로는일종의계층적구조(원래는파일목구조를 기반으

로함)에의해묶여지는반면, DOI들은더욱정교한명명규칙을제공하기때문에각각의

이름은 다른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이나 다른 계층과 연결되지 않고서 그 자체로 존

재한다. 인터넷상에서의변환을위한가장일반적인방법은 DNS(URL에서사용되는 http

는 DNS를 사용하는 경우이다)이다. DOI에서 사용하는 핸들 시스템에서는 TCP/IP를 사

용하지만 DNS를사용할필요는없으며이러한점이상당한장점이다. 한가지장점은이름

들이상표분쟁에휘말리지않는다는점이다. 또다른장점은시간이경과함에따른유연성

인데그것은소유권상의변경과같은계층구조에반 된문헌의원래상태가의미를상실하

기 때문이다(만약 acmeco.com이 몇가지 자산을 newco.com에 판매할 경우에,

acme.com/으로 시작하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URL 파일 이름들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점은 CrossRef 경우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Academic Press와

Elsevier사가 합병되었을 때, Academic Press IDEAL 시스템을 통해 식별된 수백만개의

DOI들이 Elsevier사의 Science Direct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다. DOI들을 관리하기 위

해, 고정된 하부 도메인으로서보다는 더욱 유용한 방법으로 DOI 집합들을 더욱 유연하

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들을 개발했다. DOI, DOI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그리

고 DOI 서비스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상화의 계층들로 모두 생각되어질 수 있

다. URL 부분 리다이렉션과 상대적인 URL(URL / 도메인 이름 주소의 일부로“인식”되거

나 상속되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등과 같은 기능은 URL 환경하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DOI들이사물에이름을부여하기위해매우정교하게접근하기때문에부분적인리

다이렉션등과같은기능은매우정교함을이용하는완전한도구들을가지고다루어지는데,

여기에는구성요소들과그들의관련서비스들에대한정확한정의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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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별화된접근

예를 들어, 집안 서가에 꽂혀있는 책이 서점에 있는 책과 다르게 소유권 등과 같은 상

이한속성을가지고있듯이물리적객체가단순히그것이위치하는곳에의해다른배경

을가지고있기때문에디지털객체들은이것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하나의 URL로 변환시키기만 하는 DOI의 초기 단순 구현방식에는 한계점들이 있으며

이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나의 분명한 요구사항은 차

별화된 접근이다. 문맥 의존적 변환의 경우 DOI 변환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은 어느정도

문맥의양상에의존한다(이것을누가요구하며그들은무슨권리를가지고있는가? 이것

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문제이다). 복수 변환과 파라미터 전달(변환된 데이터와 함께

효과적으로 되돌려진 의미있는 스트링을 추가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기술들을 이용하

여 DOI를통한관리가이미되고있는차별화된접근의몇가지경우가있다.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비즈니스 이유들이 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관들은 링크를 위해 단일의 변환 URL을 갖는 DOI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문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품 인터페이스를 통해“돌아가도

록(detour)”해오고있다. 컨텐츠제공자들은그들의컨텐츠가서지데이터, 초록혹은원

문 등 어떤 경우든 컨텐츠 자체 뿐만 아니라 개별 레코드에는 일반적으로 아직 포함이

안되어있는중요한정보(예를들어, 브랜드와단순한권리활용선언등)를포함하는제

공자들의자체인터페이스내에서디스플레이될수있다고종종가정해오고있다. 

DOI 개발초기단계에서인식된하나의이슈는“적절한복제문제”이다[38]. 종종특정

데이터의 일반 인스턴스에 변환이 요구되지 않고 대신 특정 지역 도서관의 자료로서 확

실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자료에 변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로컬 문맥화를 위한 Open URL과 함께 로벌 변환을

위해 DOI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맥 의존적 서비스를 위한 OpenURL 프레임워크[39]에서

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도메인과 새로운 전송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식별자/메타데이터 패키지의 묶음화를 위한 일반적인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40].

Open/URL/SFX 창시자인 허버트 밴 드 솜팰(Herbert Van de Sompel)은 최근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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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야기하 다. “양질의 메타데이터가 없을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내가객체에대한유일한식별자와이러한식별자들을이용하여잘구조

화된 메타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들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다. 나에

게 있어서 DOI/CrossRef 프레임워크의 큰 의미는 반드시 그들이 제공하는 링크가 아니

다. 왜냐하면다른방법으로도그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작업에있어서정말중요한

것은 객체들이 식별되고 식별자들이 객체에 관한 메타데이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단

순한 사실이다. 이것이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41]. Open URL/DOI의 결합은

매우 성공적임이 입증되었으며 현재 EBSCO의 LinkSource, Serials Solutions의 Article

Linker, Ovid의 LinkSolver 등과같은여러상업용서비스에서 CrossRef[42]를통해부여된

DOI들과 함께 실제 사용되고 있다. 최종 사용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모든 디

지털 자원이 로컬에 있거나 원격지에 있거나 상관없이 이들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

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유사한 서비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그의 컴퓨터에 쿠키가 설정되어 고객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DOI를 클릭하면, 변환에 의해 쿠키를 인식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링크 정보를

보내게 된다.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로컬 프로파일 서

비스를 통해 복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수 서비스내에서 선택사양을 보고자 원하는

이용자들을관리할수있다. 

13. 공개이슈및애로사항들

현재 DOI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은 기술적인 측면 보다는 사회적 측면이 강한데 예

를들면다음과같다. 

표준화 세계에 DOI를 위치시키는 문제. IDF는 광범위한 관련 표준 및 컨소시움 활동

들과 의사소통하는 것과 참여하는것을 매우 강조해오고 있다[43]. DOI 구문은 초기의

형식화된 표준이었다[44]. 비록 이 표준이 DOI 시스템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따라

서 DOI 핸드북의 일부로만 남아있었지만 외부 표준화 기구에 의해 검토가 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완전히 구현된 시스템의 경우 이것을 다른 표준 커

뮤니티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이“순수한”표준이 아니라 특정 구현

요구사항과 정책들이 포함된 표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OI도 URI와 URN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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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순수한”공학 표준은 아니다. 광범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내에서 URI와 URN 관련표준들의연관성에관한이미진행된상이성에이러

한어려움들을추가함으로써우리는완만하게이것을형식화해나가고있다. 

DOI 장점의 홍보. DOI에 대한 비난은 DOI가 오직 애매한“가치 명제(value

proposition)”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체 및 개발 회사들에 의한 지

원이 느리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은“우리 고객이 그것을 요구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이다. DOI의 장점들이 상황에 맞게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성의 가치는 도서관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출판

계에서는 비용대 효과의 사례로서 즉각적으로 분명하지가 않다. 각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케이스를구축하는것은큰작업이며그들요구사항에대한깊은이해가요

구된다. 피상적인 접근은 DOI 신뢰성에 득보다는 훨씬 해가 될 수 있다. 자원이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RA들은 그들 커뮤니티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DF는 어떤 점에

서는 XrML과같은표준들을지원하는컨텐트가드(ContentGuard) 등과같은상업회사

들에 개방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개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늘어나는 자원으로부터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 DOI는 초기에는 단순하지만 곧 복잡한 이슈들과도 관련

을 가지고 있다. DOI는“보기좋은 자동차 범퍼의 선전광고, 전문적 유행어, 사실처럼

인정되는 두가지의 훌륭한 일, 훌륭한 다이어그램, 두가지의 개인적인 일화”등의 이

상적인마케팅접근방식에쉽게도움이되지않는다[45]. 

명명 및 컨텐츠 관리. 한 가지 이슈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결한 문제의 결과이다.

DOI가 시작되었을 때, 컨텐츠 커뮤니티들은 명명 및 컨텐츠 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현재

는 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시

멘틱 웹과 관련된 노력들, 다수의 기술 표준 그룹 활동들, 자체 커뮤니티를 위해 문제

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컨텐츠 산업계 일부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

다. 이들산업계에는도서관, 음악업계, 박물관, 잡지출판사등이해당된다. 그러나이

들모두는궁극적으로상호운용되어야하는디지털컨텐츠의연속스펙트럼상의일부

이다.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 할만 하지만, 수레바퀴를 다시

고안하는데너무많은노력이투입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다. 만약식료품거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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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거래, 신발 거래 등에서 독자적으로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다면 EAN/UCC 바코드

시스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를 상상해 보라. 그러나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날려고

하고 있으며 IDF는 여러 상이한 그룹들까지 움직이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해오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메시지가이해되기시작하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자율권. 또 다른 이슈는 독자적이던 혹은 관리되는 저장소 등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

한 솔루션의 일부로서이던 DOI가 전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일부를 이용하기

시작한 다양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내 구적인 식별자

핸들의이용자들은[46] 적절한그리고상호운용이가능한메타데이터를추가하는방법

에 대해 이제는 고려를 해야한다. DSpace 프로젝트에서는[47] 계속적인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모형으로 옮겨가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메타 데이터 이용자들은 그

들요소들이상호운용성을갖도록식별될필요가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48]. 우리

가 DOI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애쓰

는것으로우리가비추어질까? 커뮤니티자율권과우리가개발한작업그룹에대한접

근방법은그러한전환을쉽게해주도록의도되고있다.   

비즈니스 모형. 외부의 간접적인 혹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

로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이슈가 발생했다. 이

로 인해 DOI가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인 혹은 거래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초기의 인

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아마도 한 편에서는 CrossRef를

통해 대형 출판사에 의한 초기 채택으로 그리고“개방”을“자유스러움”으로 해석하고

자하는몇몇개발자들의자연스러운경향에의해 향을받았다). 독자적으로지탱하

는시스템이됨으로써참여에대한장애가발생하기도한다. 모든사람이빚지지않고

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참여할수있다는아이디어가정당하기는하지만, 모든사람

들은자금문제에대한이슈를가지고있으며진입을위한추가비용을들이는것은환

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풍요로운 후견인이 있다면 흡수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이

다. 또한, 자체적으로독립하기전에초기몇년동안시스템개발을지원하기위해대

출 및 후견인 회원을 통하여 전환 자금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생겼다. 비록 운 시스

템으로부터의 수입을 개발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것은 DOI 재단 예산

의 절반 이하를 제공하고 있다(2000년에 원점으로부터). 그러나 지난 2년의 경제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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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회원들이 임의로 제공하는 자금에 의존하는 모든 조직에 힘들었으며 따라서 이

것은 고려사항으로 남아있다. 대안들이 찾아지는 동안 성장하는 나무를 지탱하는 대

나무 말뚝이 제거되더라도 IDF가 무너질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최적

의성장으로는이르지않을것이다(무료점심은없다는관련된이슈는더이상의설명

이필요없다). 

본 고가 발표될 시점에 국제 DOI 재단은 제 6차 년차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커뮤니티들, 사업들, 혹은 이해 집단들을 대표하는 수많은 비회원들을

초청하여참석하도록할것이며그들의경험을공유하고대화를하도록할것이다. 다음

에더욱진전된내용들을보고할것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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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목록>

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IDF: The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PILA: Publishers International Linking Association

RA: Registration Agency

SIIA: 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TSO: The Stationery Office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혹은 Universal Resource Identifier

URN: Uniform Resour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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