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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s a result of one very popular television programme which promotes reading,

many people have begun to take an interest in building special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Therefore many library researchers, scholars and professionals are urgently

looking for materials on children’s library services in other countries.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children’s library services in the UK and it aims: to produce

result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new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to give

library staff and management an understanding of many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o provide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children’s services for Korea.      

In order to obtain useful data, the researcher visited all the public libraries in

Sheffield; use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nd reviewed the literature. 

No one special library for children exists either in Sheffield or in other areas in the

UK. Children’s library services are provided as part of general public library services.

Twenty-seven public libraries in Sheffield provide diverse children’s services and

operate active programmes.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어린이도서관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자 및

운동가그리고도서관학자와사서들에게어린이도서관건립과운 에필요한유용한자

료를제공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위해서설문지및인터뷰방법이이용되

었고현장조사와더불어문헌조사가함께이루어졌다. 

국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한개관도 없다. 셰필드시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는 이

시에있는 27개개별공공도서관서비스의한부분으로제공되고있다.

키워드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서비스, 공공도서관, 국의공공도서관서비스

children’s library, children’s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service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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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모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대한사회적관심이그어느때보다도커졌다. 또이방송사와‘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전국에걸쳐 12곳의지역에어린이(전문)도서관건립을추진하

고있다. 이에따라많은이사업관련자, 도서관학자및사서들은어린이도서관건립그

리고 현재의 어린이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자료를 찾고 있다. 이

에필자는성공적인어린이도서관건립과운 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국의

어린이도서관서비스사례를연구한다. 

2. 연구의방법및제한

2.1 연구의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들을 이용하 다. 첫째, 어린이도서관의

모습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셰필드시에 있는 27개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

다. 둘째, 기 발행 발간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택하 다. 최신

통계자료를기본으로해서 국및셰필드의도서관현황을살펴보았지만최신통계자료

가 없을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1∼2년전의 자료를 참고하 다. 셋째로, 현장조사나

문헌조사에서얻을수없는자료를얻기위해서설문지및인터뷰방법을이용하 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독자를 염두에 두고 수행되는 만큼 우리나라 독자들이 국 어린

이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를 조사하 다. 2003년 9월 9일 인터

넷상에 존재하는 사서커뮤니티인‘도서관메일링리스트(이하 도메리)’에 필자의 연구계

획을 밝히고 이 연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조사 분석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회원들에게

물어보았다.2) 일곱명의 회원이 답장과 함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

도서관 Vol.58 No. 4(2003년겨울호) 5

2) 도서관메일링리스트(http://delias.dongeui.ac.kr/mailing), 번호 14428(2003.9.9).



를 해 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초기 설문지가 현장 사서 및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있는사람들의의문점을최대한반 하여만들어졌다.

완성된 초기 설문지는 조사대상지역 한 도서관의 주임사서를 통해서 이 설문지가 현

장사서들로부터최대한유용한데이타를얻을수있게만들어졌는지를확인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헌조사방법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3개의 질문을 설문지

에서 제외하고 하나의 질문을 예비답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

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부록2>와 같다. 또 그 주임사서의 조언에 따라 도서

관방문전에이지역도서관들의최고책임자인도서관관장(Chief or City Librarian)에게

본연구의목적과계획을밝히고연구수행의협조를구하는편지(<부록1>)를띄웠다.      

2.2 연구지역및범위의제한

2.2.1 연구지역의제한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로 국의 모든 지역을 다 조사 할 수 없어 셰필드시 한 곳을 선

정하여 조사하 다. 셰필드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의 어린이봉사

가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거나 하는 선입관이 있어서가 아니고 현재 필자가 조사대상 지

역에거주하고있어시간과경제적으로편리해서 다.3) 그러므로본연구의결과는 국

전체의현황을대표할수없는연구의제한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 셰필드는 조사대상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궁극

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참고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므로 국 전체의

현황을 분석하기 보다는 한 지역을 분석하는게 그 결과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한 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인구 규모로 볼때 우리나라 도시들의 중간 크기의 국 도시를 선택하는게 바람

직하겠다. 인구가 약 51만 3천명인 셰필드는 이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지역은지리적으로 국의중앙에위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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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범위의제한

한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설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병원 및 기타 어린이시설 도서

관의 어린이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에촛점을두고있어학교도서관과어린이병원및기타어린이시설도

서관에서의 어린이서비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또 학교도서관은 그 자체 분야만

으로도범위가너무넓어본연구에서함께다룰수가없었다. 또한선행조사결과, 본연

구의조사지역에는사설공공도서관 - 시민들이사비를들여만든도서관 - 이없기때문에

사설도서관에서의 어린이서비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공공도서관에서행해지고있는어린이서비스로본연구의분야를제한하 다.  

3. 국의공공도서관현황

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는 일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어린이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셰필드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는또 국전체의공공도서관상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국의 공공도서관은 2003년 현재 전국의 208개 지방자치정부의 관할하에 도서관이

운 되고 있으며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3)4)의

통계에의하면 2002년 3월현재 1주일에 10시간이상개관하는도서관은 3,944개관5)이다.  

도서관직원은 총 25,724명이고 이중‘정식 자격을 갖춘 사서’6)직원은 전체의 2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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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의공공도서관을포함하여여러분야의통계를전문적으로조사하여발표하는기관.   

5) 1주일에 10시간 이하 개관하는 190개의 도서관을 숫자에서 제외 하 다. 왜냐하면 이들 도서관

중에는 도서관운 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고용된 사서가 근무

하고있는도서관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6) 대학교에서문헌정보학을전공했거나혹은 국도서관협회의사서과정을수료한사람.



6,145 명이다. 전체 도서관장서는 약 1억 1천6백만권으로 국민 1인당 1.9권이고 시청각

자료는약 830만건이다. 국국민들은지난 01/02 회계년도7) 에 1인당 6.4권의책을대출

하 다. 어린이도서는 도서관 전체 대출가능 장서중 28%에 해당하는 2,400만권이다. 같

은기간 국전체도서관예산은약 1조 4,850억원(약825백만파운드 x 1,800원)이다. 이

중 자료구입비는 약 2,189억원(121.6백만 파운드)이고 다시 이중 어린이도서 구입비는

약 286억원(약 15.9백만파운드)이다.              

< 국의어린이도서관서비스역사 >

Sisson(1997)에 의하면 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무료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19세

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1914년부터 일반화되었다. 국도서관협회에서‘ 국 공공도서관

법(Public Libraries Act) 제정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0년에 펴낸 작은 팜플렛에

의하면 1882년에 만체스터 공공도서관에 최초로‘(남자)어린이열람실’(Boy’s Reading

Room)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때 1852년 국 만체스터에 최초의 현대적

인 개념의 무료공공도서관이 문을 열고 그 후 30여년간은 전문적인 개념의‘어린이서비

스’는존재하지않은것같다. 

Ballinger(1903)의 아래 견해는 필자의 이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초

창기 어린이실의 설립은 어린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성인을 위해서 다. 그는‘어린이

들은 어른들의 조용한 도서관이용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성인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이

상 도서관을 찾지 않게 만든다.... 어린이들은 조용한 성인열람실의 분위기를 해친다. (따

라서) 어린이들에게는별도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553쪽) 고말했다.                 

흥미있게도 국에서최초로어린이실을만든만체스터중앙도서관은현재는 국에서

도 드물게 별도의 어린이실을 갖고 있지 않다.8) Thompson(1963)에 의하면 이 도서관은

공간의 여유가 없어 일반서가에 어린이자료를 함께 배가하여 서비스할 뿐 별도의 어린

이실은 없다. 이 도서관은 건립된지 오래되고 - 1934년 완공 -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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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8) http://www.manchester.gov.uk/libraries/central/guide.htm. [2003.10.14일 방문].



증·개축이곤란하여공간이부족하다.

한편 조재순(2003)은 1797년 버빙햄에서 Mechanics’Institute가 어린이에게 1페니의

요금으로 책 1권을 빌려주며 공공도서관의 역활을 하 는데 이것이 국 최초의 어린이

서비스라고보고있다.   

1930년대에 국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개관 하 는데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향을 받아서 어린이실은 어린이용 가구들로 채워졌고 그리고 밝은 색으로 장식되었

다.9) 현대적인 의미의 어린이도서관 설계, 장서 그리고 서비스형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도서관들이더많은어린이프로그램을운 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10)

4. 셰필드의어린이도서관서비스

4.1 셰필드시의소개및공공도서관현황

국본섬의중앙에위치한셰필드는 2001년현재인구가약 51만 3천명이다. 이중 16

세 미만 어린이는 약 9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11) 산업혁명이

후 철강 도시 던 셰필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철강산업의 쇠퇴로 현재는 교육과 상업

그리고문화도시로변화하 다. 

셰필드에는 중앙도서관 1개관과 크고 작은 26개의 분관 그리고 5개의 이동도서관이

있다. 이들도서관들은한명의관장하에운 되는분관체계를이루고있다. 이중 11개의

분관(중앙도서관 포함)은 다소 큰‘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이고 나머지 16개의 분관

은 이 보다 작은‘동네도서관’(Neighbourhood Library)이다. 지역도서관은 동네도서관에

비해 자료와 사서 수가 더 많고 그리고 개관시간이 더 길다.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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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ckson, L.C. “Chesterfield Children’s Library”, Library Association Record. 1936. 38: 148-149.

10) Sisson, Faye. Children’s library design. MA Librarianship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97. 8쪽. 

11) http://www.sheffield.gov.uk/facts--figures/2001-census/sheffield-profile [2003.11.6.방문]



도서관들은 3개의 지역(동, 남, 북)으로 나뉘어 그룹을 형성하고 각 지역의 책임자인 그

룹사서(Group Librarian or Manager)에 의해서 중간 관리된다. 이 그룹사서 아래에 분관

장(Line Manager)이 있고 분관장은 인접한 2개의 분관을 관리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

명하면다음과같다.

관장 (Chief or City Librarian)

동부그룹사서 남부그룹사서 북부그룹사서
(East Group Librarian)  (S. Group Librarian) (N. Group Librarian)

분관장 분관장 분관장
(Line Manager)

분관 분관 분관 분관 분관 분관
(DL) (NL) (NL) (DL) (NL) (DL)

[그림 1] 셰필드공공도서관조직의일부상세도

CIPFA(2003)에 의하면 셰필드 공공도서관의 분야별 통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직원은 2002년 3월 현재 총 266.4명12)이고 이중‘정식 자격을 갖춘 사서’는 전체의

23.9%인 63.6명이다. 총 장서는 약 87만 4천권이고 기타자료는 6만 3천 5백건이다. 예산

은 약 121억원(약 6.7백만 파운드)인데 이것은 시민 1인당 약 2만 4천원(약13 파운드)에

해당된다. 셰필드시민들은 1인당지난 1년간도서관을 3.72회방문하여 4.66권의도서와

기타 자료 0.89건을 대출하 다. 도서는 약 251만회 대출되었는데 이중 성인소설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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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풀타임을기준으로산정된숫자. 즉 여러명의파트타임직원이있을경우이들의총근무시간수

를 1인당법정주근무시간수로나눈것.



약 135만회(53.8%), 성인비소설책이 약 50만회(19.9%) 그리고 어린이도서가 약 66만회

(26.3%) 대출되었다. 27개 도서관의 총 면적은 11,811m²로 1개관당 평균 면적이 약

437m²(약 132평)13)로 아주작다. 셰필드도서관의연도별도서관수및개관시간변동상

황은 <표6>과같다. 

4.2 어린이도서관의형태

이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한국의 사서 및 어린이도서관 관련자로 부터 받은 질문중의

하나는‘ 국의 어린이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에 많은어린이전문도서관이 존재하는가’하는 것이었

고 또‘어린이전문도서관이 없다면 공공도서관내의 어린이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가’ 다. 이에 대한 결론은 위에서도 밝혔듯이 그리고 필자가『圖書館文化』14)에서 주장

한 것 처럼 셰필드 뿐만 아니라 국의 다른 시군구에도‘어린이전문도서관’은 없다. 어

린이서비스는우리나라에서와같이각시군구의공공도서관서비스의한부분으로제공

되고있다. 

현재 국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일찍부터 많은 수의 공공도서

관이동네마다만들어져이들도서관이만족스러운어린이서비스를제공해왔기때문인

것같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논해야 할 점은‘공공도서관내의 어린이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이다. 셰필드공공도서관조사를통해서이점을분석하 는데크게세가지형태

를이루고있다. 

첫째, 별도의입구를가진어린이실, 즉어린이실이주(성인)열람실과한도서관건물내

에 있으나 도서관의 주(主)출입문과는 다른 별도의 출입문을 가진 형태이다.

Thompson(1963)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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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로세로가각각약 21m 인 (도서관)건물을연상하면된다.

14) 김 석, “작은도서관운동이필요하다”, 『圖書館文化』제339호. 2003년3.4월. 32-34 쪽.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형태는 도서관건물이 크고 공간의 여유가 있는 중앙도서관에

서주로행해지고있는데이러한형태의어린이실은셰필드중앙도서관의경우처럼성인

서비스와는 다른 독자적인 개관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셰필드의 27개 도서관중 중앙도

서관과 1개의‘지역도서관(DL)’이이러한형태의어린이실을가지고있다. 

두번째는 어린이실이 독자적인 출입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건물내에서 다른 층

에 위치하고 있거나 동일층에서 나무벽 등으로 일반(성인)열람실과 뚜렷하게 구분된 형

태이다. Thompson이 제안한 것 처럼 작은 도서관들이 이러한 형태의 어린이실을 가지

고있다. 셰필드의 6개의도서관이이러한형태의어린이실을가지고있다.

세번째 형태는 어린이실이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두번째와 같

으나 어린이실이 칸막이 등으로 일반(성인)열람실과 나누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어린이실은‘어린이실(Children’s Library)’이라는 푯말만으로 성인 공간과 구별된다. 도

서관이 아주 작아서 공간의 여유가 많이 없는‘동네도서관(NL)’이 주로 이러한 형태의

어린이실을두고있다. 필자가『국회도서관소식』15)에 자세하게소개한 Thurcroft 공공도

서관이 이 형태의 어린이실을 가진 한 예다. 셰필드에 있는 대부분의 - 27개관중 19개관

- 도서관들은이러한형태의어린이실을가지고있다.     

Thompson은 도서관의 서비스대상 인구 만명을 기준으로 각 도서관의 분리된 어린이

실의 설치 필요성을 논하 다. 그는 즉, 한 도서관이 인구 만명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 위의 두 번째 형태와 같은 어린이실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서비스대상 전체 인구가 만명 이하일 경우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은 작을 것이

고 따라서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구적인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

다는주장인것같다. 셰필드도서관들은그의이제안에근거해서설계된듯하다. 왜냐

하면 작은‘동네도서관(NL)’들은 대부분 위의 세번째 형태의 어린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위의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형태와 관련 없이 모든 도서관들은 전

체면적의 25%를어린이를위한공간으로할당할것을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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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 석, “‘도서관친구’가 함께 하는 국의 공공도서관”, 『국회도서관소식』제63호. 2001년 6

월. 20-22쪽.



4.3 어린이서비스사서

셰필드의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서비스만을 감독하고 운 하는 과장급의 전문사서

(Young People’s Library Services Manager)가 한명 있다. 이 사서는 27개 모든 도서관의

어린이봉사와 도서관당국의‘학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SLS: Schools Library Services)’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자신의 근무 시간의 60%를 첫번째 업무에 그리고 20%를 두번

째 업무에 그리고 기타 업무에 나머지 20%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사서의 봉급(연

봉)은 Creaser & Maynard(2001)가 조사한 다섯 단계 봉급중 두 번째로 많은 25,000∼

29,000 파운드이다.  

이 과장사서를 포함하여 어린이서비스 업무만을 맡고 있는 전문사서는 3.6명이고 SLS

업무만을맡고있는전문사서는 1.7명이다. 그리고두업무를동시에맡고있는전문사서

는 4.8명이다. 따라서 셰필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

사서는총10.1명이다. 이외에 SLS업무를맡고있는일반직원이 4.9명그리고어린이서비

스와 SLS 두업무를함께맡고있는일반직원이 5.1명이다. 

셰필드의 모든 도서관에는 전문 혹은 비전문‘어린이서비스 전담사서(Children’s

Library Assistant)’가 1명에서 4명까지 배치되어 있다. 중앙도서관의 어린이실에는 4명의

사서가 어린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4.10 어린이서비스 제공 시간’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도서관은 일주일에 평균 30시간만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서들은시간제근무(part-time)를하고있다.        

4.4 누가어린이이용자인가?

도서관에서 몇 살까지를 어린이로 분류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이것은 몇 살까지의 어린이에게‘어린이도서관카드’를 발급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해택을 받거나 혹은 일반(성인)이용자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셰필드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이용자가 도서를 늦게 반납하여도 연

체료를 부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이이용자는 사서의 동의 없이는 성인자료를 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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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16) 만체스터 공공도서관규칙20조는‘13세이하 어린이의 성인자료 대출금지’를

명시하고있다.17) 우리나라의경우도새로짓는어린이전문도서관은나이제한을두어어

린이이외의성인 - 보호자제외 - 의도서관이용을금지할듯하다.18)

둘째로 나이 문제는 도서관의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국 각 지역의 도

서관당국은그지역의어린이인구의비율에근거해서도서관의어린이자료구입예산을

배정한다.19) 에드몬드와 러(1990)에 의하면 국(잉 랜드) 도서관당국의 48%가 14세

미만을 어린이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 당국은 12∼18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고 있

다. 셰필드와 인접 도시인 만체스터시20)는 16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고 있다. 국 전체

인구에대한어린이(16세미만)의비율은 2001년현재약 20.1%21)이다. 따라서현재공공

도서관의어린이자료구입예산은전체자료예산의약 20%선에서결정된다. 셰필드의경

우 2001년 현재 16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은 19.1%22)이다. 따라서 전체 자료 구입예산의

약 19%가어린이를위해쓰여지도록권장된다.

4.5 어린이도서관서비스홍보및독서장려방법

셰필드도서관들은 어린이서비스를 홍보하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

러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간행물이나 뉴스레터 발간, 홍보전단지 및 북마크

14 국의어린이도서관서비스에관한연구

16) Edmonds, D. & Miller, J.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The British Library), 1990. 16쪽.

17) City of Manchester Library Regulations, 2000. 13쪽.

18) “순천시 해룡면 상삼지구에 들어설 기적의 도서관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

세계일보 2003년 2월 28일.

19) Reilly, R. A. The impact of Sheffield public library closures on young children. MA 

Librarianship Dissertaio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97.

20) Manchester City Council-Library Byelaws, (1조 c항). 2001. 4쪽.

21) 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87 [2003.11.20방문]

22) http://www.sheffield.gov.uk/facts--figures/2001-census/sheffield-profile [2003.11.6.

방문]



(book-mark) 배포, 각 도서관의 위치, 전화번호 그리고 개관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관 안내책자 발간, 저자 도서관 방문 및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 , 북스타트

(bookstart) 운동전개, 셰필드유아도서상시상그리고유아권장도서목록발간등. 그러나

셰필드 공공도서관은 다른 지역 도서관들이 활용하고 있는‘도서관(회원) 가입팩’

(joining packs) 제공과같은방법은이용하고있지않다. 

4.6 어린이자료현황

CIPFA(2002)에 의하면 2001년 3월 현재 셰필드도서관의 대출 가능한 도서 - 참고도서

289,547권 제외 - 는 총 578,778권인데 이중 어린이도서(시청각자료 포함)는 전체의 약

29.1%인 168,325권(건)이다. 어린이도서중 현재 39,152권(건)(23.3%)이 대출 중이다. 시

도서관당국은지난 1년간대출가능한도서를총 61,153권구입했는데이중성인소설책

은 24,386권, 성인비소설책은 14,937권이다. 그리고어린이도서는전체의 36.3%에해당하

는 22,194권(건)을 구입했다.23) 셰필드도서관 어린이도서의 종류별 책(권)수, 대출 그리

고증가현황은아래도표와같다.   

<표 1> 셰필드도서관어린이도서(및시청각자료)의종류별책(권)수, 대출그리고증가현황

구분 소설 비소설 시청각자료 자료합계 1인당

자료(권)수 109,002(64.8%24)) 52,715(31.3%) 6,608(3.9%) 168,325 1.1

현재대출 27,948(25.6%25)) 9,690(18.4%) 1,514(22.9%) 39,152 0.3

증가 13,916(12,8%26)) 7,914(15.0%) 364(5.5%) 22,19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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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reaser, C. & Maynard, S. A Survey of Library Services to Schools and Children in

the UK 2000-2001. 2001. Creaser & Maynard(2002)의 자료에는 셰필드에 관련된 자세

한어린이자료현황이포함되어있지않아부득히 2001년자료를참고하 다.

24) 전체장서에대한소설류의비율.

25) 소설류중현재대출된비율.

26) 소설류의지난 1년간증가비율.



CIPFA(2003)의통계에의하면 2002년 3월현재대출가능한도서 - 참고도서 286,085권

제외 - 는 총 587,836권인데 이중 어린이도서는 전체의 약 28%인 163,082권으로 전년도

보다 조금 줄었다. 시 도서관당국은 지난 1년간 대출 가능한 도서를 총 48,110권 구입했

는데 이중 성인소설책은 16,366권 그리고 성인비소설책(adult non-fiction)은 11,267권이

다. 어린이도서는전체의 42,6%에해당하는 20,477권을구입했다.

4.7 어린이서비스 예산

2001년 3월 현재 셰필드 공공도서관의 총 예산은 약 119억원(6.6백만 파운드)이다. 이

중 순수한 어린이서비스 총예산은 아래 <표2>와 같이 약 3억3천만원(181,765파운드)이

다. 어린이서비스 예산이 이처럼 작아 보이는 이유는 도서관 전체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건물유지비혹은어린이서비스를담당하는일반직원의인건비등이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셰필드 어린이서비스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상당히적음을알수있다. 즉 국전체어린이 1인당평균예산이약 4,900원(2.73

파운드)인데반해셰필드어린이1인당예산은약3,400원(1.89파운드)이다. 셰필드어린이

서비스의전체및분야별예산현황은아래와같다.     

<표 2> 셰필드도서관어린이서비스의전체및분야별예산현황(2000/2001 회계년)27)

구분 소설 비소설 총자료 전문직원 프로그램 총예산 1인당

어린이예산(파운드) 54,528 33,000 87,528 83,487 10,750 181,765 1.89

비율(%) 30 18.2 48.2 45.9 5.9 100%

국전체비율(%)* 33 15 51 ** 47 2 100% 2.73

*  국전체공공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예산의분야별비율

** 기타자료(4%)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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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reaser, C. & Maynard, S. A Survey of Library Services to Schools and Children in

the UK 2000-2001. 2001. 105와 123쪽.



위에서밝힌바와같이 국의각시군구도서관당국은전체인구에대한어린이인구

의비율에근거하여어린이자료구입예산을책정하고있다. 따라서현재 국전체도서

관자료 구입예산의 약 19%가 어린이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 국 전체 공공도서관의 어

린이자료 구입예산은 00/01년 그리고 01/02 회계년도 각각 약 302억원(16.8백만 파운드)

그리고약 286억원(15.9백만파운드)이었다.28) 어린이 1인당예산은 98/99 회계년도에조

금감소했다가그후매년조금씩증가추세를보 는데, 01/02 회계년도에다시조금감

소하 다. 그자세한현황은아래 <표3>과같다. 

셰필드 공공도서관의 전체 자료 구입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00/01년 그리고 01/02 회

계년도에각각약 15억 7천만원(872,000파운드) 그리고약 13억원(723,000파운드)이었다.

이중어린이자료구입예산은같은기간전체자료구입예산의 10% 그리고 12.8%에해당

하는 약 1억 6천만원(87,528파운드)과 약 1억 7천만원(92,250파운드)이다. 어린이자료 구

입예산을 어린이 1인당으로 계산하여 살펴볼 경우 국 전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9/00 회계년도에는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셰필드도서관의 전체 및 어린이자료 구입예산의 연도별 그리고 어린이 1인당 예산 현황

은아래와같다.

<표 3> 셰필드도서관의어린이자료구입예산의연도별및어린이 1인당예산현황29)

(금액단위: 파운드)

구분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전체자료30) 872,000 723,000

어린이자료 79,610 120,000 114,000 167,500 11,281 87,528 92,250(추정)

1인당 0.84 1.25 1.18 1.72 0.12 0.91 0.96(추정)

1.54 1.54 1.54 1.50 1.52 1.5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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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IPFA.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CIPFA), 2002 & 2003.

29) Public Library Materials Fund and Budget Survey, 2001-2003 & 2002-2004.

(Loughbborough: Loughborough University), 2001 & 2002.

30) Creaser, C. & Maynard, S. 2002. 126 -127, 135쪽.

1인당
( 국전체)



4.8 어린이서비스내용

셰필드공공도서관이제공하는일반적인어린이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다. 

자료준비서비스(request service)

어린이용녹음도서

음반자료

장난감및게임은상호대차를통해서관내에서무료이용이가능

어린이간행물과 만화도 상호대차를 통해서 관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비스요금

은없다.

CD-ROM 및멀티미디어는관내에서무료이용이가능

인터넷사용은무료

자료검색서비스

일반도서에대해서는연체료를부과하지않는다. 

비디오(어린이용 비디오 대출은 성인도서관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여료와 연

체료가부과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는관내에서이용가능하나서비스요금이부과된다.31)

Creaser & Murphy(1997)에 의하면 국 광역자치단체(metropolitan districts) 도서관의

61%가 과제도움(homework suppor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셰필드도서관도‘지역

(DL)’혹은‘동네도서관(NL)’에‘과제자료실’(Homework Centres)을 만들어 초.중.고학

생들의 과제를 돕고 있다. 이 과제자료실에는 한 두대의 컴퓨터, 15∼20장 정도의 CD-

ROM 그리고 삽화가 있는 참고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사서

를배치한다거나별도의방을마련하고있지는않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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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reaser, C. & Maynard, S. 2001. 49쪽.

32) Newport, K. The impact of homework centres in Sheffield public libraries, MA

Librarianship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98.



4.9 어린이프로그램및활동

셰필드공공도서관이어린이를대상으로운 하는프로그램및활동은다음과같다. 

5세이하취학전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28개도서관중 18개도서관)

‘이야기들려주기(story sessions)’프로그램(28개전도서관)

학교숙제도움(study or homework support) 프로그램(2개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연중 프로그램. 예를들면 구정때(Chinese New Year) 어린이들이 도

서관을 방문하여 용 만들고 그리기, 또는 크리스마스때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을 방

문하여도서관이용자를위하여캐롤송을부르고산타에게서선물받기33)

계절별혹은방학중행사(28개전도서관)

방학중독서교실(28개전도서관)

유치원에대규모도서대출

어린이들의도서관견학

도서관직원학교방문

도서관밖에서열리는어린이행사참여34) 

4.10 어린이서비스제공시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셰필드에는 독립된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한개관도 없다. 모든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 부분으

로 제공되고 있다.35) 따라서 어린이서비스는 그 도서관의 전체 열람시간이 끝나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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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런 행사에는 지역주민들도 참여한다. 한 분관의 경우‘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그룹 남자회원 한명이 산타클로스로 분장하여 도서관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린이들이

캐롤송을 다 부르고 도서관을 떠날 때 어린이들에게 한 뭉치의 과자를 선물로 준다. ‘도서관의

친구’는이행사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다.

34) Creaser, C. & Maynard, S. 2001. 56-57쪽.

35)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국 6개 지역(시군구)에 있는 2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 다. 이 조사에 의하

면이러한서비스형태는셰필드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고 국모든지역에해당된다.



에 끝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어린이서비스 시간은 개별도서관의 개관 시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한 도서관이 일주일에 20시간 개관 한다면 이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이되는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셰필드 중앙도서관과 1개의 지역도서관의 어린이실은

주열람실의 개관 시간과 다르다. 특히 중앙도서관 주열람실의 개관시간은 일주일에 52

시간 30분인데 반해 어린이실의 개관시간은 35시간이다. 이 도서관의 어린이실 개관시

간이이처럼일주일에 35시간밖에되지않는이유는다음과같다. 

중앙도서관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오전에 어린이들의 방문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취학연령이상의모든어린이들은오전에학교를가기때문이다. 또취학전유아

들의 경우 부모가 이른 아침부터 동네가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아이들

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점은 동네에 있는 도서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필자

가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을 방문 하 을 때 오전중에는 어린이열람실에서 어린

이들을거의찾아볼수없었다. 이러한사실을파악한도서관경 팀은도서관운 을경

제적으로하기위하여월, 금그리고토요일을제외한다른요일에는중앙도서관의어린

이실을 오후 1시에 개방한다.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오후 5시에 문을 닫

는다. 일요일에는 중앙도서관의 주열람실을 포함해서 모든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

이러한이유때문에중앙도서관의어린이서비스시간은다른 10개‘지역도서관’의어린

이서비스시간보다도짧다.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국 정부의 강력한 공공도서관서비스 개선정책의 일환으

로 런던을 중심으로 많은 시군구의 중앙도서관이 일요일에도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몇 몇 지역의 중앙도서관은 도서관내에 있는 어린이실도 일요일

에 문을 열기 시작하 다. 그러나 셰필드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셰필드에 있는 각 분관의 (어린이)서비스 시간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1개의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은동네도서관(Neighbourhood Library)보다개관시간

이더길다. 지역도서관들이일주일에최저 32시간에서최고 42시간 30분개관하는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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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도서관들은 일주일에 최저 23시간 30분에서 최고 26시간 30분 개관한다. 중앙도서

관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어린이서비스를 총 40시간 이상 제공하는 도서관은 총 26개 -

내부 수리중인 1개 도서관 제외- 도서관중 5개, 30∼39시간 제공하는 도서관은 7개 그리

고 20∼29시간제공하는도서관은 14개다. 

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포함하여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

은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해 도서관이 어떻게 일주일에 20내지 30 시간만 문을 여는지 2

개 (지역과 동네)도서관의 개관 시간표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도서관의 급수(지역도서관인지 아니면 동

네도서관인지), 이용자의 이용 패턴 그리고 인접도서관의 요일별 개관형태에 따라서 총

개관시간, 요일별개관시간그리고휴관일이결정된다. 셰필드공공도서관중가장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서관인 퍼스파크(Firth Park) 도서관 - 분관중

개관시간이가장긴 - 의요일별개관시간은다음과같다.

<표 4> 퍼스파크도서관의개관시간표

요 일 개관시간 요일별총개관시간

월요일 오전10시∼밤7시 9 시간

화요일 오전9시30분∼밤7시 9시간30분

수요일 오전9시30분∼밤7시 9시간30분

목요일 휴관

금요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8시간

토요일 오전9시30분∼오후4시 6시간30분

일요일 휴관

총개관시간 42시간30분

분관중 가장 짧게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도서관인 스테닝톤(Stannington)도

서관의요일별개관시간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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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테닝톤도서관의개관시간표

요 일 개관시간 요일별총개관시간

월요일 오후1시30∼밤7시 5시간30분

화요일 휴관

수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1시30∼밤7시 7시간30분

목요일 휴관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1.30∼밤7시 7시간30분

토요일 오전9.30∼12.30  3시간

일요일 휴관

총개관시간 23시간30분

이러한복잡한요일별개관시간은도서관당국(Library Authority)이최소의비용으로분

관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내놓은방안이다. 따라서이도서관은최초로개관했을때부

터 이러한 복잡한 개관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관시간은 사실 국경제

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해왔다. Proctor, Lee & Reilly(1998)에 의하면 셰필드 뿐만 아니

라 국전역의공공도서관의개관시간은지난 1970년초부터 1990년대중반까지꾸준히

감소하 다. 개관시간은 90년대말이후토니블레어(Tony Brair) 정부가들어선이후강력

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Driver(1982)는

1974년이 국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하향길을 걷기 시작한 해라고 주장한다. Broady

and Usherwood(1985)에의하면이것은 1973년 12월에처음으로도입된지방의회지출에

대한평가(measures) 때문이라고한다.  

CIPFA(1974∼2002)의 공공도서관 통계를 통해 살펴본 지난 30년간의 셰필드 공공도서

관의폐관및개관시간감소는 국전체의현황과매우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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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셰필드시의 (10시간이상개관하는) 도서관수및개관시간변동현황

연도및시간 78/79 79/80 80/81 81/82 82/83

60시간이상 2(60) 2(60) 1(68) 1(68) 1(68) 1(68) 1(68)

45-59 27(39) 27(39) 27(48) 28(47) 28(47) 27(47) 27(47)

30-44 1(44) - - - -

10-29 7(39)** 8(19) 8(20) 8(19) 9(20) 9(20) 10(20)

합계 36 37 37 37 38 37 38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1(68) - 1(65) 1(65) 1(65) 2(66) 2(63) - -

28(47) - 28(46) 7(46) 6(47) 14(48) 15(48) 3(46) -

- - 1(44) 22(43) 24(42) 21(39) 22(39) 28(39) 24(38)

9(20) - 8(20) 8(20) 4(17) 9(21) 9(22) 9(20) 10(21)

38 - 38 38 35 46 48 40 34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99/00 00/01∼01/02

- - - - - - - -

- - - - - - - -

12(39) 16(37) 15(37) 16(37) 12(36) 12(37) 12(37) 12(38)

22(22) 18(21) 19(21) 12(22) 15(22) 15(22) 16(22) 16(24)

34 34 34 28 27 27 28 28

*  74/75∼77/78년통계에서는주당개관시간을3단계로조사하 다.

**  괄호안은평균개관시간. 

*** 84/85년도의통계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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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도표에나타난바와같이셰필드공공도서관의주당개관시간은 76/77 회계년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 다. 75/76 회계년도까지 총 1,446시간이었던 주당 개관시간은 그

다음해에 1개의 도서관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1시간이 감소한 1,325시간이다.

90/91년회계년도부터는 60시간이상개관하는도서관이하나도없다. 그리고 91/92 회계

년도부터는 45시간개관하는도서관마져도없다. 또 95/96∼96/97 회계년도에는도서관

수의 감소와 함께 개관 시간이 큰폭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97/98 회계

년도부터개관시간이다시조금씩증가하기시작한다.

Reilly(1997)는 95/96 회계년도에 셰필드에서 단행된 6개 도서관의 폐관이 어린이들에

게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석사논문을 썼다. 그녀는 이 논문에서‘많은 부모

와,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부모들은 도서관이 폐관됨으로해서 어린이들이 그

동안 누련던 많은 혜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

익을받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4.11 어린이도서관카드만들기

국도서관에서는‘신분증이나학생증이없는초등학생이혼자서도서관을방문하여

도서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하는‘어린이 도서관카드발급’에

관한 질문이‘도메리’를 통해서 제기되었다.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국 어린

이들의도서관방문형태에대한설명으로대답이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국에서 (초등학생)어린이들이 혼자서 혹은 친구

들과함께도서관을방문하는경우는거의없다. 어린이들은언제나부모혹은어른들과

동행하여 도서관을 방문한다. 이 점은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등 다른

시설(교회, 공원, 화관, 박물관 및 수퍼마켓)에도 해당된다. 이 점은 국 등 선진국들

의일반적인사회모습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도서관카드는 어린이들이 혼자서 도서관을 방문하 을 때 만들어

지는것이아니고그어린이가부모혹은보호자와함께도서관을 방문하 을때그부

모나 보호자의 주소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각종 공과금 고지서 혹은 운전면허증)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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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다음 발급된다. 이것이 셰필드 뿐만 아니라 국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카드

를 갖게 되는 한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을 방문할 때 자신들의 도서관 카드를 만드는 것이다. Reilly(1997)는 이 두 번째 방법은

한 번도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어린이에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어린이가 다음에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다시 방

문하게 될지 모르게 때문이다. 즉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 날

자신의도서관카드를만들어몇권의책을빌려가면그어린이의부모들은그책을반납

하기위해서 (그어린이와함께) 다시도서관을방문해야하기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이용자의 도서관 방문(머무는) 시간을 (사서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 다. 어린이들은‘어린이프로그램 참석’이나‘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평균 45분 동안 도서관에 머물 다. 이 숫치는

McKechnie(2000)가 캐나다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취학전 아동(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 평균 52.1분 - 와비슷하다. 

4.12 어린이이용자의서비스에대한만족도

CIPFA는 1995년에‘공공도서관이용자조사’(PLUS, Public Library User Surveys)를 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의 한 분야로 추가 하 다.36) 그리고 1998년 1월부터는 이 이용자

조사의 한 분야로‘어린이이용자 조사’(CPLUS, the Children’s PLUS)를 추가하 다.

CPLUS는 다음 세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국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원하는도서를찾아서그중몇권을대출해간어린이비율 : 71.6%.

둘째, 원하는정보를얻은데성공한어린이비율 : 42.9%.

셋째, 도서관직원에대한평가를‘양호 (good or OK)’라고대답한어린이의비율 :  

96.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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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필드지역 어린이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와 같은데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높다. 

첫째, 원하는도서를찾아서그중몇권을대출해간어린이비율 : 97%.

둘째, 원하는정보를얻은데성공한어린이비율 : 98%. 

셋째, 도서관직원에대한평가를‘양호’라고대답한어린이의비율 : 100%.38)

4.13 어린이서비스에대한지역주민들의참여

이 주제는 도메리를 통해서 예전에 어린이도서관운동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제기되었

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직접참여이고 둘째는 간접참여다. 이 주제를 제기한 사람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를염두에두었던것같다. 왜냐하면현재우리나라에서많은시민들이스스로어린이도

서관을 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국에서의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운 과 서

비스에 대한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살펴 보아야한다. 왜

냐하면 국의어린이서비스는공공도서관서비스의일부분이기때문이다. 

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시민 혹은 자원봉사자의 도서관 운 특히 서비스

직접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서관서비스 - 이용자에게 도서관서비

스를제공하는것 - 는전문직인사서의고유업무이기때문에일반인이참여해서는안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가 아닌 일반인 예를 들면 학부모나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가

아닌보통사람이어린이서비스에직접참여하는경우는거의없다. 이번셰필드지역조

사결과도이주장을뒷받침하고있고또‘도서관서비스및정책에대한시민들의참여’

문제를다룬필자의박사논문의결과도이번조사결과와같다. 

국에서 이런한 현상이 일반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사서업무에 대한 전문성

인식, 둘째, 시민 혹은 자원봉사자의 도서관서비스 참여는 사서직 고용문제에 나쁜 향

을미칠수있다는염려때문이다. 예를들면모든공공도서관은지방자치정부의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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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IPFA. 2003. 51쪽



로 운 되기 때문에 사서는 지방공무원이다. 그런데 만약 시민들이 어린이서비스 등 도

서관운 에직접참여하게되면지방자치정부는도서관예산을줄이기위하여시민들의

도서관서비스참여에의존하여사서의수를줄인다거나혹은더이상의사서를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하나인 유니

슨(Unison)에 일괄적으로 가입하여 시민 혹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운 및 서비스참

여를한목소리로반대하고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공공(도서관)서비스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39)

또 지방자치정부의살림을꾸려나가는의회의원들도이방안을반기고있다. 특히지난

죤 메이져 정부는 1997년에 발행된 국(잉 랜드)공공도서관에 관한 보고서에서 도서

관은 어린이들의 독서력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

하여야한다고강조하 다.40) 

현재 진행중인 필자의 박사논문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국 여러지역의 적지 않은

공공도서관 특히 농촌지역의 도서관에서 직접참여가 아닌 간접참여형식으로 도서관서

비스 및 운 에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Shropshire의 중앙도서관인 Shrewsbury 도서

관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이 도서관의‘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Shrewsbury

Library) 회원들이 어린이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원들은 유아들을 위

한‘이야기들려주기’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동안 부모들에게 커피를 제공한

다. 또‘도서관의 친구’는 자신들의 기금으로 어린이열람실의 오래된 소파의 천을 바꾸

어주었다. 

셰필드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간접참여사례가 있다. Walkley Library

Action Group은 자신들이 모은 기금으로 워클리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의자교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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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Smith, J. D. Volunteers in the Cultural Sector. [London]: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Report for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2002.

40)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Reading the future: a review of public libraries in

England. London: DNH. 1997.



창에 블라인드 설치, 작은 자동차모양의 어린이서가 구입 그리고 어린이도서구입비 도

서관제공등서비스에간접참여하고있다.   

4.14 학교에대한도서관서비스
(SLS: Schools Library Services or SS: Support  Services to Schools)

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제공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학교

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제공이다. 이 서비스는 한 지역의 도서관당국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수, 학습 그리고 도서관운 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생님이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도서

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대부분의경우이서비스는한지방자치정부관할하

에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나 어떤 경우에는 이웃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제공되기도한다.41)

셰필드에서는 이 서비스를‘Schools Library Services(SLS)’라고 부르고 운 주체는 시

도서관당국이다. 기본적인 서비스대상 기관은 이 시에 있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이며이웃자치단체의학교에도이서비스를제공한다. 이서비스의수혜대상학교

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61개교, 중고등학교 27개교 기타 학교 14개교 등 총 202개 학

교이고 학생 수는 70,832명이다. 이 서비스는 유료인데 비용의 주 지출 주체는 학교가

89%, 지방교육당국이 9% 그리고 기타가 2%이다. 셰필드 공공도서관당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과 직원을 두고 있는데 00/01 회계년도에는 예산이 약 4억

9천만원(272,000파운드)이었다. 이 서비스 관련 업무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직원은 전문

사서 1.7명과기타직원 4.9명등 6.6명이다. 이외에이서비스업무를부분적으로맡고있

는 전문사서가 4.8명 그리고 기타직원이 5.1명 있다. 따라서 셰필드 공공도서관에는 이

업무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직원은 총 16명이다. 셰필드도서관 당국은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특별수업에 필요한 자료대여’등 16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각 학

교에유료로제공하고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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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reaser, C. & Maynard, S. 2002.

42) Creaser, C. & Maynard, S. 2001.(이들의 2002년 자료는셰필드관련자세한통계를포함하

고있지않아부득히 2001년자료를참고하 다.)



4.15 북스타트 (Bookstart)43)

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북스타트’는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

장과정에서자연스럽게독서에흥미를갖도록유도하기위하여유아들에게무료로책을

선물하는 사업이다.44) 이 사업은 1992년 북트러스트(Book Trust) 자선단체가 버빙햄 공

공도서관, 남부 버빙햄보건국, 그리고 버빙햄대학 교육대학원과 협력해서 시작되었다.45)

또 이 사업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일본그리고뉴질랜드에서도활발하게시행되

고 있다. 셰필드 도서관당국도 시의 보건당국(Community Health Sheffield) 그리고 the

Sheffield College와협력하여이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5. 끝맺는말

셰필드시의공공도서관은다음과같이어린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셰필드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한개관도 없다. 어린이서비스는 이 시에서 있는 27

개 개별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운 형태

는 셰필드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의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형태는 1850년 국에 무료 공공도서관이 문을 연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것같다.  

2. 셰필드공공도서관에는‘학교에대한도서관서비스’를포함하여어린이서비스업무

를 총괄하는 과장급 사서가 한명 있다. 또한 모든 도서관에는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

1∼4명까지의전담어린이서비스(전문혹은비전문) 사서가있다.

3. 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 구입예산은 대체로 전체 인구에 대한 어린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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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필자는 본 연구에 셰필드 공공도서관의‘북스타트’운동 내용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조

사결과그활동내용이너무많아차후에별도로발표할예정이다.

44) http://www.bookstart.co.uk[2003.11.3.방문]

45) http://www.bookstart.co.uk/general/history/index.html [2003.11.3.방문]



에 의해서 결정된다.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16세 미만을 어린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시의 16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은 19.1%이다. 그러므로 전체 도서관자료 구입예산

의 약 19%가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다. 그러나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지는

않았다. 

셰필드 도서관의 순수 어린이서비스 - 도서, 전문사서 그리고 프로그램 - 예산은

2001년 3월현재약 3억 3천만원이다. 이중어린이도서구입예산은전체어린이서비

스 예산의 48.2%인 약 1억 6천만원이다. 이 금액은 셰필드 공공도서관 전체 자료예

산(약 15억 7천만원)의 10%에 불과하다. 2002년에도 어린이자료 예산(약 1억 7천만

원)은도서관전체자료예산(약 13억원)의 12.8%에불과하다.       

4. 도서관의어린이도서는 2002년 3월현재, 전체대출가능장서중약 28%인 163,082권

이다. 도서관당국은 2001∼2002 회계년도에 도서관 전체 대출가능 도서구입(총

48,110권)의 42,6%46)에 해당하는 20,477권의어린이도서를구입했다.

5. 셰필드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서비스를 홍보하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서관

안내책자및뉴스레터발간, 홍보전단지및북마크배포, 어린이프로그램운 그리

고북스타트운동전개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고있다.

6. 셰필드 도서관들은 어린이들을 위하여‘자료준비 서비스’등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

고있다.

7. 도서관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연령별 혹은 계절별로 다양한프로그램을 운

하고있다. 어린이프로그램은도서관마다조금씩달랐는데일반적인내용은다음

과 같다. (4∼5세 이하 어린이에게) 이야기들려주기 및 놀이시간, 유아와 어머니 그

룹, (유아)기고오르기및유아시간, 어린이예술및연극활동(클럽) 그리고 6∼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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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서관 전체 도서예산에 대한 어린이도서 예산의 비중(10-12%)이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

입도서 수에 있어서 어린이도서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어린이도서의 가격이 성인도서에

비해서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다.



어린이를위한만들기시간

8. 어린이서비스 시간은 도서관의 급수에 따라 다르다. 11개의‘지역도서관(DL)’은 일

주일에 최저 32시간에서 최고 42시간 30분 그리고‘동네도서관(NL)’은 최저 23시간

30분에서 최고 26시간 30분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주(主)출

입문과는다른별도의어린이실출입문를가진중앙도서관과 1개의‘지역도서관’의

어린이실은성인열람시간과다른독자적인개관시간표를가지고있다.           

9. 셰필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부모와,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을 방

문할때자신들의도서관카드를발급받는다.

10. 셰필드의 어린이들은 국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 보다도 더 많이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에만족하고있다.

11. 셰필드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어린이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와 같은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참여 방식으로 어

린이서비스및운 에관여하고있다.

12.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서비스

(Schools Library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 건물, 장서 그리고 예산

을두고있다. 

13. 셰필드도서관당국은시의보건당국그리고 the Sheffield College와협력하여‘북스

타트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셰필드에는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 운

동관련 전담직원이 7명 있다. 도서관당국은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1개의 도

서관에서 만 3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한‘유아시간(Baby Time)’혹은‘유아기고

오르기(Crawl and Climb)’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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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도서관장에게보낸편지(Contact letter)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S10 2TN

Tel: 0114-222-2630

http://www.shef.ac.uk/-is/home.html

22 Sept. 2003

Dear Chief Librarian

Re: Research into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UK

I am a PhD research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 also have been a member of the Walkley Library Action Group since 1998 and

I participated a few times in the meetings of Sheffield Libraries User Group. In the

meetings I have met you. I am presently undertaking some research about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UK. 

At the moment, in Korea (I come from Korea), as a result of one very popular television

programme which promotes reading, many people have begun to take an interest in

building special children’s libraries. Therefore many library researchers, scholars and

professionals are urgently looking for material on children’s library services in other

countries. Consequentl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duce result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new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to give library staff and management an

understanding of many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o

provide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children’s services for Korea.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allow me to meet some of library staff in your library

authority in order to ask them about children’s library services. I would like to mee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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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 in each library who is mainly involved in children’s library services and Diane

Kostka who works in School Library Services and Kath Navratil, Books for Babies Co-

ordinator. The meeting will take around 20 minutes. All the information from the staff will

be treated in strict confidence. 

I am sending this letter for your agreement. I enclose the questionnaire of the research. If

you would allow me to meet your library staff then could you please use and return the

enclosed stamped envelope.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ries about the research. Your co-operation would

be very much appreciated.

Yours sincerely,

Young-seok Kim

PhD Research Student. Tel: 0114-222-2654. E.mail: y.s.kim@sheffield.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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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Questionnaire)

Questionnaire

Introduction

I am a PhD research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 am presently undertaking small research about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UK. 

At the moment, in Korea (I come from Korea), as a result of one very popular television
programme which promotes reading, many people have begun to take an interest in building
special children’s libraries. Therefore many library researchers, scholars and professionals are
urgently looking for material on children’s library services in other countries. Consequentl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duce result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new children’
s libraries in Korea; to give library staff and management an understanding of many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o provide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children’s services for Korea.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spare a few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below.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questionnaire will be treated in strict confidence and
only used for the purpose of my study.

Thank you

Young-seok Kim 

PhD Research Student. 
Tel: 0114-222-2654. 
E.mail: y.s.kim@sheffield.ac.uk

Section A.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1. When do you think children’s services were started at your local library? 

2. What activities or events does your library undertake for children?

For example: Baby Times (1st Friday of month, 10.00 - 11.00 am)

or Chinese New Year day and St George’s da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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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hat are the details of these activities and events? 

2.2. When and how often are these activities and events held at your library?

2.3. How many children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and events?  

3. Is there any community involvement in children’s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example, there are parent or other volunteers or voluntary groups who are involved in

children’s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such as reading books for children or

organising children’s activities and events; who provide refreshments to the parents

who participate in children’s activities with their child; and who offer children’s book

funds or children’s library equipment to the library.

Section B. Children Users

4. How long do you think children roughly stay at your library when they come to the

library (except when they come to participate in children’s activities and events)? 

a) Less than 30 min b) 31 to 40 min. c) 41 to 50 min

d) 51 to 1 hr. e) 1 hr. and 1 to 10 min f) 1 hr. and 11 to 20 min.

g) 1 hr. and 21 to 30min. h) More than 1 hr. and 30 min.   

Section C. Children’s Service Librarian

5a. How many part or full-time staff are working at your library?

5b. Among them how many staff are (fully or partially) involved in childre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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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w do people become children’s service librarians?

7. Is there any special or regular training for children’s service librarians?

Section D. Library/School Cooperation and Bookstart Project

8. How do you cooperate with schools or school librarians to promote children’s library

usage or reading at your local library level?

9. How do you carry out or promote ‘Bookstart’at your library?  

Conclusion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Your support is very much appreciated. To

conclude,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add about children’s services at you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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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digital

reference service for children using the public library in Seoul. 

This research is constructed with the web-based library homepages analysis in

nineteen city libraries and in nine district libraries.

This includes the followings : the operation of the homepage for children or not，

the tools for asking of the reference service，the operation of the bulletin board，the



analysis on the type of questions，the response time， the charging department of

the bulletin board，the step of the navigation，the FAQ，the reference site. 

*키워드 : 디지털참고봉사， 참고봉사， 어린이봉사， 어린이도서관， 어린이홈페이지， 공공

도서관，어린이열람실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이 급속도로 파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각 도서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

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정보서비스의 개념이 각종 전자정보원을 참고서비스에서 활

용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네트워

크와 같은 정보기술에 의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보다확대되고있다(정진식 2002).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일반인에 집중되어 왔으며 어린이에 대한

참고봉사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어린

이도서관 하나로 명맥을 이어 오다가 2002년 2월에 노원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 다. 또

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MBC <느낌표> 제작팀이함께추진해온기적의도서

관운동으로 인하여 2003년 11월에 순천어린이도서관이 탄생하 고 잇달아 여러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인구에 비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열람실이 어린이 봉사에 대한 기

능을보완적으로수행하고있다.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상에서의 서비스를 통하여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도서관 측

에서 충실한 답변을 제공할 때 적극적인 어린이를 위한 참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어린이에게는도서관을교육적인장소와친근감있는장소로유도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 그동안웹기반참고봉사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지만아직어린이를대상으

로 한 참고봉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참고

봉사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본 연구는 김휘출(김휘출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에게 적용한 연구로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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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참고봉사가 어떻

게 운 되고 있는지 살펴 본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 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본연구의수행을위한조사대상도서관의선정은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우선,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 21개관 중 분관

인 마포평생학습관 분관과 어린이열람실이 없는 2개관(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을 제외

한 19개관2)(이하 시립도서관으로 통칭한다)과 구립도서관 9개관3) 등 총 2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용 홈페이지를 운 하는 9개관을 선정하 다. 조사대상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홈페이지에올라온내용을중심으로분석하 다. 

3. 서울지역공공도서관의어린이디지털참고봉사현황

3.1어린이대상홈페이지운 여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총 21개관이고 이중에서 어린이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 등 2개관이다. 또한，1999년 2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립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10월말 현재 서울지역에

설립된구립도서관은총 9개관이다. 구립도서관은모두어린이열람실을운 하고있다.

어린이열람실이 있는 서울시립도서관 19개관과 구립도서관 9개관 등 총 28개 도서관

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홈페이지 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1>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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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같이 28개관중 9개관(32.1%)만이어린이대상홈페이지를운 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도봉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2개관(14.6%)만이 어린이대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을 제외

한다면 어린이열람실이 있는 18개관 중 도봉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대상홈페이지를운 하고있는것이다.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강북문화정보센터, 광진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도봉문

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등구립도서관의 7개

관(77.8%)이어린이대상홈페이지를운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립도서관에 비해 시립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운 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서울시공공도서관의어린이용홈페이지운 현황

번호
어린이용홈페이지

홈페이지이름
운

비 고운 하는도서관명 주체

1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어린이문화정보센터 구립

2 광진정보도서관 광진어린이도서관 구립

3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구립 어린이전용도서관

4 도봉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시립

전자책도서관위주운 ，로그

5 도봉문화정보센터 어린이동화나라 구립 인없이는전자게시판을볼수

없으므로연구에서제외

6 성북정보도서관 어린이 구립

7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시립 어린이전용도서관

8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어린이열람실 구립

9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어린이인터넷도서관 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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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고봉사질문도구

디지털참고봉사를위해서는참고봉사를할수있는질문도구가있어야한다. 참고봉사

의 질문도구 종류에는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웹폼 방식, 채팅방식, 화상회의시스템이 대

표적이다. 

첫째, 전자게시판 형식을 이용한 참고봉사란, 홈페이지에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전자게시판에 등록하면 사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자게

시판에공지함으로써참고봉사가이루어진다.

둘째, 전자우편을 이용한 참고봉사방법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이나연구소도서관에서구성원을위한서비스를할때많이사용되고있다. 

셋째, 웹폼형식을이용한참고봉사방법은질문내용이외에다양한이용자정보를수집

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공공도서관과같이이용자의분포가다양한경우에많이

사용되고있다(김휘출 2001).

넷째, 채팅방식을 이용한 참고봉사방법은 실시간 채팅으로 도서관의 사서와 질문하고

응답받는 대화 형식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실시간 채팅참고봉사를 실시간 봉사

(Live Help)라고 부르는데 시애틀공공도서관, 킹법률도서관, 워싱턴보건대학도서관이 참

여하여컨소시엄을구성하고있다. 그곳의모든사서들은이용자가찾는어떤주제분야

의정보라도도움을줄준비가되어있다(The Seattle public library).

<표2> 참고봉사형태

번호 도서관명 참고봉사형태 공개/비공개설정여부 비 고

1 강북문화정보센터 전자게시판 공개

2 광진정보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3 노원어린이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4 도봉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5 도봉문화정보센터 전자게시판 공개
회원에한하여전자게시판의

구체적내용을볼수있음

6 성북정보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7 어린이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비공개

8 은평구립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9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전자게시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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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화상회의시스템은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컴퓨터에 설치한

카메라렌즈와 마이크를 이용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질문하고 응답받는 참고봉

사를말한다.

서울지역의 조사대상 어린이용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도구를 조사한 결과

는 <표2>에나타난바와같이, 모두전자게시판방식으로운 되고있었다. 또한, 게시판

의 개인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운 하

는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문화정보센터의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의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어린이실 운 내용과 다르게 전자책위주

로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 으며 전자게시판의 내용은 회원의 경우에만 전부 볼

수있고비회원인경우에는전자게시판의제목만을볼수있는한계가있었다. 

3.3 전자게시판자료분석

전자게시판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 9개 도서관 중에서 비회원의 경우에는 게시판의 접

근이제한되는도봉문화정보센터를제외한 8개도서관의어린이용홈페이지를대상으로

분석하 다.  

3.3.1전자게시판운 현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이 활성

화되도록게시판의운 을쉽고친근하게구체적으로제시해줄필요가있다.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강북문화정보센터의경우에는‘물어볼게요’, ‘사서에게메일보내기’, ‘우리들만의공

간’의 3가지로형태로운 되고있었다. ‘물어볼게요’와‘사서에게메일보내기’는둘다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게시판 형태로 운 되고 있었는데‘물어볼게요’코너는 <궁

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페이지입니다>，‘사서에게 메일보내기’코너는 <강북문화정보

도서관에궁금한점을물어보는곳입니다>라고되어있어어린이이용자가게시판의쓰

임새와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우리들만의 공간의 경우에는 구체적

으로운 내용이제시되어있지않았다.

광진정보도서관의경우에는‘알고싶어요’라는제목의전자게시판이운 되고있었다. ‘알

고싶어요’코너는 <숙제를하다가, 도서관을이용하면서사서선생님께질문할내용이있으면

을올려주면궁금한내용을해결해준다>고역할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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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어린이도서관은‘재잘재잘’코너가 운 되고 있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하고자신의의견을제시하는곳입니다>라고되어있다.

<표3> 전자게시판운 현황

번호 도서관이름
전자

전자게시판이름 전자게시판운 안내
게시판수

알고싶어요- 물어볼게요 궁금한사항을묻고답하는페이지입니다.

1
강북문화

3
알고싶어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궁금한점을

정보센터 - 사서에게메일보내기 물어보는곳입니다.

우리들만의공간 없음(자유전자게시판형태로운 ))

어린이여러분! 숙제를하다가혹은도서관

2 광진정보도서관 1 알고싶어요
을이용하면서사서선생님께질문할내용이

있으면 을올려주세요. 선생님이궁금한

내용을해결해주실거에요.

3 노원어린이도서관 1 우리들이야기- 재잘재잘
궁금한것이있으면질문하고자신의의견을

제시하는공간입니다

4 도봉도서관 1 어린이전자게시판
어린이도서관에대해궁금한내용을자유

롭게적을수있어요.

이곳에서자유롭게토론도하고, 좋은책도

5 성북정보도서관 1
꾸러기전자게시판 서로소개해주고, 도서관이용할때불편

(질문있어요) 한점, 사서선생님에대한건의사항등여러

가지의견을올려주세요

6 어린이도서관 1 이용자마당- 전자게시판 안내 없음

7 은평구립도서관 1 사서선생님질문있어요
우리사서선생님은어린이들의궁금한점을

언제나친절하게알려주십니다.

도서관에올시간이없거나도서관에서찾기

어려운숙제를어린이열람실선생님이도와

8
중랑구립

1 알고싶은모든것
주는곳입니다. 어린이여러분들이평소궁

정보도서관 금하거나숙제에관해질문해주세요. 도서

관에서찾을수없는숙제이면인터넷에서

검색해드릴게요

합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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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도서관의 경우에‘어린이전자게시판’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자

유롭게적을수있어요>로되어있었다. 

성북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꾸러기전자게시판(질문 있어요)’코너로 <이곳에서 자유

롭게토론도하고, 좋은책도서로소개해주고, 도서관이용할때불편한점, 사서선생님

에대한건의사항등여러가지의견을올려주세요>로되어있다.  

은평구립정보도서관은‘사서선생님 질문 있어요’코너가 <우리 사서선생님은 어린이

들의궁금한점을언제나친절하게알려주십니다>로되어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알고 싶은 모든 것’코너는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거나 도서

관에서 찾기 어려운 숙제를 어린이열람실 선생님이 도와주는 곳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들이 평소 궁금하거나 숙제에 관해 질문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숙제이면

인터넷에서검색해드릴게요>로전자게시판의용도가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도서관 중 7개 도서관이 각각 하나의 전자게시판으로 이용자의 질문을 답변

해주고 있었으며, 강북문화정보센터 1개관만이 전자게시판의 용도를 구분할 의도로 3가

지전자게시판을운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3.2질문유형분석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보 질문의 유형을 지향형(지시형)질문, 즉답형 질문, 특정조사

형 질문, 연구형 질문으로 구분(정진식 2002)했는데 논증자료를 요구하는 형태의 질문

인 특정조사형 질문이나, 세미나 또는 프로젝트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의 연구수행에

요구되는 형태의 질문인 연구형 질문을 어린이들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방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질문 유형을

<표4>와 같이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

하 다.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은 대출/반납에 관한 사항으로 70건

(25.2%)으로나타났는데주로대출책수, 회원증사용방법, 자료예약및연기방법에대한

질문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질문은 도서관과 자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6건(9.4%)으

로나타났는데개관시간, 휴관일, 자료실이용방법에관한질문이었다. 또한, 도서구입요

청과 기증에 대한 내용이 24건(8.6%)이었다. 독서상담(추천도서 포함)이 23건(8.3%)으로

도서를 추천해 달라, 긴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터넷소설 중 무엇이 재미있

는지 추천해 달라, 독서감상문은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숙제에 관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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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7.2%)으로나타났는데‘도서관이란’, ‘어린이실의역사’, 도서관의총책수등도서

관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또한‘드라이아이스의 장단점’, ‘불개미의 활동시간’, ‘박

세당의 호가 무엇인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등 학습활동과 관계있는 즉답

형 질문과‘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심도 있는 질문도

있었다. 

<표4> 질문유형분석

(복수질문있음)

A B C D E F G H 합계(%)

도서관

2 1 8 1 10 2 24(8.6%)

정책
5 22 13 5 3 17 1 4 70(25.2%)

10 3 1 2 6 1 3 26(9.4%)

독서

6 2 13 2 23(8.3%)

교육
2 3 3 3 11(4.0%)

3 3(1.1%)

숙제 2 7 1 8 2 20(7.2%)

문화교실 2 3 13 18(6.5%)

행사 3 2 6 11(4.0%)

홈페이지 3 1 13 17(6.1%)

자원봉사 6 1 7(2.5%)

감사의 말 1 11 1 1 14(5.0%)

개선요망 3 4 4 2 4 2 19(6.8%)

기타 3 5 4 1 2 15(5.4%)

합계 14 62 53 9 8 107 3 22 2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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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관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19건(6.8%), ‘문화교실에 관한 사항’이

18건(6.5%), ‘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이 17건(6.1%), 기타 내용이 15건(5.4%)으로 나타났

으며‘떠들어서 죄송하다’라는 반성의 도 있었다. 도서관이 좋다는 감사와 축하의 내

용이 14건(5.0%), 독서회 관련 질문이 11건(4.0%), 행사에 관한 질문이 11건(4.0%), 자원

봉사질문이 7건(2.5%), 견학(현장학습)에대한내용이 3건(1.1%) 순으로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정리 중, 몇

차 정리, 몇 차 수서란 말이 무엇인가, 목차서비스 담당이 무엇인지, 바코드가 무엇인지,

파·오손도서란무엇인가, 복사카드가무엇인지등을질문한것으로조사되었다.

3.3.3답변하기까지걸리는시간

참고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게시판 운 에 대한 신뢰성과 많은

관계가 있다. 도서관별로 질문에 답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5>과 같

다.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1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96건(35.4%), 2∼3일이 소요되는 경우

가 53건(19.6%), 무응답이 45건(16.6%), 당일에답변이이루어진경우가 31건(11.4%), 4∼

6일소요되는경우가 31건(11.4%), 1주일이상이 15건(5.5%) 순으로나타났다.

<표5> 답변하기까지걸리는시간

A B C D E F G H 합계(비율)

당일답변 3 9 19 31(11.4%)

1일소요 5 21 16 2 2 49 1 96(35.4%)

2∼3일소요 2 18 11 2 1 18 1 53(19.6%)

4∼6일소요 2 10 4 2 1 10 2 31(11.4%)

1주일이상 1 2 1 2 1 1 1 6 15(5.5%)

무응답 4 8 9 1 3 7 1 12 45(16.6%)

합계 14 62 50 9 8 104 3 21 271(100%)

무응답이 된 질문을 살펴보면, 책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 멀티미디어실에서 비디오를

구입할 수 있는지, 책을 3권만 빌리게 하는 이유, 복사카드란 무엇인가, 어린이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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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린 유아와 여성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다. 미국 도서관의 어린이실

은 태어나면서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4)(The

Children’s Department has a wealth of great things for children from birth to age twelve.)

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열람실과 많은 비교가 된다. 또한, ‘개관을 축하한다’, ‘도서관이

너무 좋다’, ‘도서관환경에 감사하다’는 등 축하와 감사의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

응답으로일관하 다는점이공통적인모습이었다.

3.3.4담당자

어린이대상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의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B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실 담당자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었고 답변할 때에는 질문에

해당하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하고 있었으며, F도서관에서는 질문내용과 관련 있는 담당

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었다. 또한, 나머지 6개관에서는 모두 어린이열람실 담당이 맡고

있었다.

전자게시판의 답변자 표기를 살펴보면, 답변자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답변자의 이름을 관리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2개관，담당 사서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경우가 2개관，어린이실로 하는 경우가 2개관，도서관으로 하는 경우가 1개

관，담당과의이름으로하는경우가 1개관이있었다.

<표6> 전자게시판의담당자및표기

도서관명 A B C D E F G H

담당자 어린이실 어린이실 어린이실 어린이실 어린이실 어린이실

전자게시판
관리자 도서관 어린이실 담당과 관리자 어린이실

답변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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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실

(홈페이지
관리자)

질문내용

담당자

사서이름

직접기입

사서이름

직접기입



3.3.5네비게이션단계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메뉴에 접근하기 쉽도록 웹콘텐츠 구성이

짜여져야한다. 홈페이지에네비게이션단계가많으면이용자들이접근하기어렵다. 

서울 지역 어린이관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의 네비게이션 단계를 표<7>에서 살펴보

면，2번클릭해서들어가는경우가 5개관, 초기화면에배치하는경우가 2개관, 3번클릭

하여들어가는경우가 1개관으로나타났다.

<표7> 네비게이션단계

A B C D E F G H 합 계

초기화면배치 1 1 2

2번클릭 1 1 1 1 1 5

3번클릭 1 1

3.3.6 FAQ 

FAQ란‘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약자로 잦은 질문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빈번

히 하는 질문들이라는 뜻이다. 요즘에는 이것이 홈페이지나 뉴스그룹 등에서 처음 방문

한 사용자들에 의해 계속 질문되는 점을 모아‘답변모음’으로 아예 정착이 되어가고 있

는 편이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많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는 더욱 반복적인 질문이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질문을 모아서 홈페이지에서

제시해준다면다른이용자가참고하기에좋을것이다. 

<표8>에나타난바와같이조사대상 8개도서관중에서 3개관(37.5%)만이 FAQ를제공

하고있었다.

<표8> FAQ 운

도서관명 A B C D E F G H

FAQ메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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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에나타난내용을살펴보면 <표9>와같다. 회원가입, 대출책수와대출기간, 연체에

관한 사항을 3개관이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회원증을 분실했을 경우, 예약하는 방법, 휴

관일에대한사항은 2개관이포함하고있었다. 대출기간연장과독서실유무, 도서관관련이

외의시설안내, 컴퓨터/인터넷사용, 견학(현장학습), 시설대여, 분실물, 부록자료이용, 도서관

개관시간, 어른도어린이도서가대출가능한지여부가각 1개관으로나타났다.

<표9> FAQ의상세내용

A C H 합계

회원가입 ● ● ● 3

회원증분실 ● ● 2

대출책수와대출기간 ● ● ● 3

대출기간연장 ● 1

연체 ● ● ● 3

예약 ● ● 2

독서실유무 ● 1

도서관관련내용이외의이용시설 ● 1

컴퓨터，인터넷사용 ● 1

견학(현장학습) ● 1

시설(시청각실)대여 ● 1

분실물찾는방법 ● 1

부록자료이용 ● 1

휴관일 ● ● 2

도서관개관시간 ● 1

성인의어린이도서대출가능여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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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참고사이트

참고사이트를 조사한 결과는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8개관 중에서 7개관

이참고사이트를 제공하고있었으며 참고사이트를 운 하지않는 곳이 1개관으로나타났

다. 사이트별구분여부를살펴본결과사이트구분을안한곳이 1개관으로나타났다.  

<표10> 도서관별참고사이트분석

도서관명 사이트구분 사이트설명 사이트이름

공부방, 캐릭터, 어린이포털, 온라인사전, 
사이트제목， 가볼만한곳

A 어린이신문, 박물관, 도서관, 서점, 
주소링크

어린이단체, 유아, 기타로11구분

독서, 어린이도서관/동화, 여행및문화역사, 
사이트제목 가볼만한

B 교육/학습, 게임/컴퓨터, 박물관, 
으로만링크 웹사이트

학교홈페이지, 기타로8구분

C
어린이도서관, 어린이포털사이트, 어린이신문, 사이트제목，

참좋은이웃집
박물관, 기타어린이단체로5구분 주소링크

국가기관, 숙제도우미, 어린이신문, 
사이트제목， 추천사이트

D 외국어린이도서관, 여행정보, 어린이포털, 
주소링크

박물관으로7구분

E 없 음 없 음 없 음

F 어린이교육관련으로만되어있음
제목，주소에

추천사이트
링크，설명있음

어린이도서관련사이트, 어린이도서출판사, 

G
어린이교육관련사이트, 어린이신문및 사이트제목， 추천사이트

정기간행물, 인터넷서점, 문화, 어린이포털 주소링크

사이트등7구분

제목에링크，

H 사이트구분안함 사이트에대한 추천사이트

설명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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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참고사이트의이름을살펴본결과, 각각달랐는데추천사이트로되어있는곳

이 4개관, 가볼만한 곳이 1개관, 가볼만한 웹사이트가 1개관, 참좋은 이웃집으로 되어 있

는 곳이 1개관이었다. 또한, 참고사이트의 제공 형태를 살펴보면 사이트 제목과 주소가

링크되어있는곳이 4개관, 사이트제목으로만링크되어있는곳이 1개관, 제목에링크되

어있으며사이트에관한설명이되어있는곳이 1개관, 제목과주소가링크되어있고사

이트에관한설명이되어있는곳이 1개관으로나타났다.

<표11>에서 제목과 사이트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참고사이

트와, 제목과 주소가 링크되어 있고 홈페이지 이미지까지 제시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의참고사이트의모습을볼수있다.

<표11> 참고사이트예

제목에링크되어있으며사이트에관한 제목과주소가링크되어있고사이트에관한
설명이있는곳(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설명이되어있는곳(어린이도서관)

◈초등교육길라잡이

초등학교교육관련각종사이트를모아둔

사이트，여러사범대학，초등학교，숙제 키즈토피아(KIDSTOPIA)

도우미사이트등이링크되어있습니다. http://kidstopia.kidstopia.com/kidstopia.
asp

키즈토피아에는어린이여러분이좋아하는

책에관한많은자료가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들을수있는멀티동화를볼수있고，

책속의친구들을불러내어그림도그리고

게임도할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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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디지털참고봉사의예

미국의 시애틀공공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의 경우에는 이메일과 실시간 채

팅으로 디지털 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디지털참고봉사의 경우에는 <표12>

에서나타난바와같이 ask librarian의형태로거의통일되어운 되고있다. 

<표12> The Seattle Public Library의디지털참고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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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톤공공도서관(Clifton Public Library)의 경우에는 <표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

합적인 탐색, 숙제도움, 뉴스와 사건, 과학, 유명한 인물, 지리와 문학, 도서/텔레비전/기

타 놀이자료, 스포츠, 역사, 정부와 지역정보로 10개로 구분되어 표 상태로 제공되고 있

다. 이처럼표상태로사이트가제시되는경우에는한눈에사이트구조를볼수있고각

사이트내용을클릭하면더세분된내용을볼수있으므로원하는주제에접근하기가용

이하다. 또한, <표14>처럼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할 것인

지여부를미리판단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표13> Clifton Public Library의참고사이트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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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Clifton Public Library의사이트설명의예

5. 어린이디지털참고봉사의실태조사분석및결과요약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디지털 참고봉사의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의 공공도서관 28개관 중 9개관(32.1%)만이 어린이대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었다. 서울시립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어린이도서관과 도봉도서관만이 운

하고 있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다면 어린이열람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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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관 중 도봉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대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구립도서관 9개관 중 7개관(77.8%)이 어린이대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립도서관보다 구립도서관의 운 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시립도서관도도봉도서관처럼어린이대상홈페이지를운 할필요가있다.

둘째, 참고질문도구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모든 도서

관들의 참고봉사 질문도구가 전자게시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중 7개

관은공개전자게시판을사용했으나어린이도서관만공개/비공개를설정해놓은상태로

운 하고있었다.

셋째, 전자게시판 운 을 살펴본 결과, 전자게시판의 이름이 일관성이 없고 매우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유전자게시판의 형태로 질문과 자유게시물이 섞여 있는 것

을볼수있었다. 

넷째, 질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이 궁금한 것은 대출/반납에 관한 질문이 70

건(25.2%)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도서관과 자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26건

(9.4%)으로 나타났고, 도서구입 요청과 기증에 대한 내용이 24건(8.6%), 독서상담(추천도

서 포함)이 23건(8.3%), 숙제에 관한 질문이 20건(7.2%), 도서관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

는 것이 19건(6.8%), 문화교실에 관한 사항이 18건(6.5%), 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이

17(6.1%), 기타 내용이 15건(5.4%), 감사의 말이 14건(5.0%), 독서회 관련 질문이 11건

(4.0%), 행사에 관한 질문이 11건(4.0%), 자원봉사가 7건(2.5%), 견학(현장학습)이 3건

(1.1%) 순으로나타났다.

다섯째, 도서관별 질문에 답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1일 소요되는 경우가

96건(35.4%), 2∼3일 소요되는 경우가 53건(19.6%), 무응답이 45건(16.6%), 당일 답변한

경우가 31건(11.4%), 4∼6일 소요되는 경우가 31건(11.4%), 1주일 이상이 15건(5.5%) 순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어린이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관리 담당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어린이실 담

당자 으며, 답변자의 이름을 관리자로 하는 경우가 2개관, 사서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경우가 2개관, 어린이실로 하는 경우가 2개관, 도서관으로 하는 경우가 1개관, 담당과의

이름으로하는경우가 1개관이있었다.

일곱째, 전자게시판까지의 네비게이션을 살펴본 결과, 2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5개관, 초기화면에배치하는경우가 2개관, 3번클릭하여들어가는경우가 1개관으로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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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조사대상 8개도서관중에서 3개관만이 FAQ를제시하고있었다.

아홉째, 조사대상 8개관 중에서 7개관이 참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참고사이트의

이름이각각달랐는데‘추천사이트’로되어있는곳이 4개관, ‘가볼만한곳’이 1개관, ‘가

볼만한웹사이트’가 1개관, ‘참좋은이웃집’으로되어있는곳이 1개관이었다.

사이트구분은주제별로구분을안한곳이 2개관으로나타났고, 사이트제목과주소가

링크되어있는곳이 4개관, 사이트제목으로만링크되어있는곳이 1개관, 제목에링크되

어있으며사이트에관한설명이되어있는곳이 1개관, 제목과주소가링크되어있고사

이트에관한설명이되어있는곳이 1개관으로나타났다.

6. 결론및제언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디지털참고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 및 해결방

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열람실을 운 하는 도서관은 어린이용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웹을 기반으

로 한 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용 홈페이지가 거의 없는 시립도

서관은어린이용홈페이지운 계획을수립하여실행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웹기반 도서관 이

용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LG상남도서관이 운 을 개시한 LG사이언스랜드5)에서는

래아(미래의 아이란 뜻)가 나와서 각 메뉴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사이버인간이 국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홈페이지 도우미로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출은 어떤 것

인지 등의 도서관 이용방법을 설명해준다면 어린이들에게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시립

도서관이컨소시엄을구성해서운 해볼만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홈페이지의 참고봉사의 질문도구가 전자게시판

하나로 운 되고 있는데 외국도서관처럼 다양한 참고봉사 질문도구가 필요하다. ‘사서

선생님, 도서관에대한질문있어요’, ‘사서선생님, 숙제에대한질문있어요’, ‘친구들끼

리 자유롭게 이야기해요’등으로 분리 운 하여 그 전자게시판의 용도와 답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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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시한다면어린이들이혼동할우려도적어지고전자게시판의참여가활발해질것이

다. 또한, 숙제질문방을 활성화하여 도서관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

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 형식을 이용한 참고봉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가 공개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비공개 형식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

호해야한다. 

넷째, 어린이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는 언어를 어린이 수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어

린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어린이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를선정해야함에

도 불구하고 용어 사용측면에서 어른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연혁이라는 말은 어른 수준에 해당하는 말이다. 역사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낱말

로 바꾸어야 한다. 어느 도서관에서 전자게시판에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리자 작성자명이 실명기재인 이 여러 번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 다. 우

리고장이야기코너에서는추정, 관할, 개칭, 불가분의관계, 구정여건등의낱말을사용하

는도서관이있었는데쉬운말로수정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추천사이트링크만올려놓고그홈페이지에대한설명이없는경우가많다. 홈

페이지에대한설명이있는것이훨씬유용하다.  

숙제도움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

할것인지여부를미리판단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또한, 추천사이트에학교의홈페이

지와연계하고학년별추천도서를다운로드기능까지제공한다면더유용할것이다.

여섯째, 담당자의 전자게시판 관리를 강화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단

축시켜야한다. 그리고질문에무응답인경우를최대한억제하고감사의 등에도답변

하는자세를가져야하며장난 이나같은 을두번올린경우에는삭제하는등게시

판을정비하여야할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를 운 현황을 조사한

후, 그 문제점들을 분석한 것이다. 요즈음 공공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는 시점이다. 이런 단계에 공공도서관들이 어린이용 홈페이지에 더

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디지털 참고봉사를 구현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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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Nowaday, media competence have influenced on our society. Knowledge gap

was grew by the difference of the media competence in information

acceptability. Media education, especially education of book reading is a

solution of this problem. To progress our knowledge and media competence,

we have to read printed media as books. The ideal form of media education is

education of book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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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갖가지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감각이나 신경을 이미 확장해 온 것처럼,

이제 새로이 창조된 인식 방법이 집약적·조직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기계가 대신하여

모든 인류사회로 인간을 확장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McLuhan, 1964/1997, 20)

맥루한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 인간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개발함으로써 정보 수용성의

기능을확장시켰다.

맥루한의 지적대로, 오늘날의 미디어 기술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적

진화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대두시켰고, 그 결과 다매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미

디어를 신적인 존재로 표현할 만큼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강해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Schwartz, 1983) 더군다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

하면서미디어에의한식민화는사회적과속현상을보이고있다.(이정춘, 2000a)

미디어에 의한 식민화는 미디어 이용자로 하여금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분

별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적인 인간성 형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그심각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는현대인들이여가시간의대부분을미디어와함

께하기때문이다.(이정춘, 2000b)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보다 더 큰 것은 미디어로 인하여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상업성은 미디어 이용의 기회에 있어

서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nots) 사이의 격차를 점차 심화시킴으로써 사

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식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미디어 교육, 특히 독서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식격차설

“하나의사회체계내에매스미디어정보의유입이증가하면교육수준과같은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비해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두 계층 간의 지식의 격차는 감소

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Tichenor et. al. 1970, 170)라고 한 티치너

62 지식격차해소방안으로서미디어교육



등에의해제기된점증하는지식격차가설이말하고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skills) : 정규적인교육을더많이받은사람들

은 공공의 관심사나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독서와 이해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 둘째, 보유 정보나 지식의 양(amount of stored information or

existing knowledge) : 매스 미디어나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은

일정한주제에대해우선적으로노출된다. 따라서이미정보를알고있는사람들은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보가 알려질 때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셋째, 적절한 사회적 접촉(relevant social contacts) : 광범위한 일상의 활동

을 나타내는 교육, 많은 준거 집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일정

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대인 접촉 등으로부터 향을 받는다.

넷째,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수용 및 보유(selective exposure, acceptance and

retension of information) : 자발적인노출은여타변인에비해교육이라는변인과관련이

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선별적 수용과 유지는 태도와 교육적 차이점의 결과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정보를 분배하는 미디어 시스템 구조의 본질(the nature of the

media system that delivers information) : 과학적이고도 공공적인 사건에 대한 뉴스는 사

회적경제적지위가높은사람들의관심과취향에맞추어져있다.

티치너등과유사하게본파델리(H. Bonfadelli)도사회구조내에서지식격차가출현하

게 되는 주요 요인들을 커뮤니케이션 스킬(Communication Skills), 선재 지식(Preexisting

Knowledge), 적절한사회접촉(Relevant Social Contacts), 정보의선택적이용, 채택및저

장(Selective use, acceptance and storage of information),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 구조

(Structure of the media system) 등의다섯가지로보고있다.

가지아노(Gaziano, 1983)는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의 지식격차

요인으로서토픽의유형, 미디어보도의수준, 커뮤니티의사회구조, 문제가되는토픽과

관련된사회적갈등의유무, 개인이정보를취득하려는인센티브와관심의수준등을제

시하 으며, 후속연구를 통하여, 낮은 사회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격차 해소에 대

해 견고한 내부적 장벽과 외부적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 다.(Gaziano,

1997)

마이클(Michael, 1972)은정보기술과관련하여, 지식격차의현상이사회생활속에서개

인적인태도관이나가치관에따라다르게작용할수있다는점을지적하 다. 즉, 경제적

도서관 Vol.58 No. 4(2003년겨울호) 63



으로풍요하고교육수준이높으며사회적으로안정된지위를차지하고있고미래지향적

인 세계관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보수집단의 자기보호적 현상유지를 지지하

는 포용자 집단(the embrace),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도 높지만 정보기술의 확대를

부정적인 사회침투로 간주하고 정보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부자 집단

(the rejectors), 사회경제적으로 중간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정보기술의 출현에 대해 특별

한 관심이나 이념적 시각을 별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직업상이나 주위환경상

반드시 필요성을 느낄 때만 정보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무관자 집단(the

indifferent),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고 직업이나 지위도 낮아서

정보기술에대한이해가낮을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으로나문화적으로새

로운환경에적응하는능력이결여된무기력집단(the inadequate) 등으로구분하여말함

으로써 새로운 정보환경 내에서도 지식격차의 요인이 곧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성이

깊다는점을확인하 다.

티치너등의연구이후지식격차에관한여러후속연구들에서말하고있는내용은미디

어가제공하는정보에대한수용상의격차요인이라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격차연

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격차의 주된 요인이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임을

감안할때, 격차로인해발생하게되는사회적불평등해소의방법은쉽게찾을수없다.

이강수(1987)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념은 사회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희망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의 실현이란 불가능한

것이며또한경험적연구의차원에서도증명되고있지도않다고하 으며, 또넓은의미

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다량전파에 의한 문화적 균등화 내지 문화적 민주주의 실현이

라는 이상주의적 낙관론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사회계층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 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의 균등화란 실현 불가

능한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 새로운해결방법을찾아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그것은

곧미디어능력(media competence)의신장이다.

3. 미디어능력

미디어 능력의 개념은 바케(Baacke)가 하버마스(Jurgen Harbermas)의 커뮤니케이션

능력(kommunikative Kompetenz)을 채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다시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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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m Chomsky)의 언어능력(Sprachkompetenz)의 개념에 근거한다. 바케(Baacke, 1997,

52)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만 성립되지는 않는다. 촘스키가 문법적

으로유의미한언어의산출을위해서요구한것은전체적인인지의 역에도적용된다.”

고함으로써이능력개념의확대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 다.

계속해서 바케는“사람은 누구나 원칙적으로‘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수용자’이다. 그

러나동시에커뮤니케이션적으로능력있게생활하는존재로서능동적인미디어이용자

이고미디어를통해서자신을표현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기술적인도구들을활용할

수있는상태에있어야한다.”(1997, 180-181)고함으로써미디어능력을규정하 다.

바케가 규정한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능력, 미디어 기기의 이용능력, 능동

적제공능력, 그리고개혁적·창조적미디어의이용등으로정리할수있다. 미디어비판

능력은 자기 분석적·윤리적 입장에서 미디어에 적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서의 미디어

비판능력이며, 미디어 기기 이용능력은 미디어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능력에

해당한다. 미디어 이용능력은 수용자로서의 이용능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제공자로서

의 미디어 이용능력을 말하며, 개혁적·창조적 미디어 이용능력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정보를생산하고발전시키는단계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바케와유사하게모저(Moser, 1999)는미디어능력을기술적능력, 문화적능력, 사회적

능력, 그리고 반 적 능력 등의 네 가치 차원으로 구분하 다. 모저는 미디어 능력 개념

을미디어교육에차용하는것에대해세가지로정리하고있다.

첫째, 미디어 능력은 결코 공허한 공식이 아니며 오히려 미디어 교육학적인 토론들을

위해서 중요한 목적지향성과 강조점을 갖는다. 인간들이 미래의 정보사회에서 존립하고

자한다면, 즉디지털화된조짐하에서로융합되는미디어환경에서존립하고자한다면,

미디어 능력은 한정된 사회적 유효범위를 갖는 역의 조건들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폭넓은수준을문제시해야한다. 둘째, 미디어능력의개념은근본적으로절대성을가

져서는 안 된다. 미디어 능력은 교수법을 매개하는 개념이 아닌,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사람들에의해서‘능력’으로구상되었다. 따라서미디어능력은배우는사람들이미디어

와의 접근에서, 즉 중요한 학습상황들과 학습설비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스스로를 발달

시켜야하는능력들의다발로엮어진것으로고안된다. 셋째, 미디어능력은사람들이미

디어에게 단순하게 내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갖고 자주적으로 미디어를 대할

수있는능력이다. 이것은모든사람들이얻을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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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저는이러한세가지차용근거와더불어네가지차원으로미디어능력을정의하

는데, 그가 규정한 기술적 능력이란 미디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화적 능

력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적응 능력과 같은 것이며, 사회적 능력은 사회 구조 내에서

미디어 역에 대한 적응을 말하며, 반 적 능력이란 자신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모저가 규정한 미디어 능력의 네 가지 차원을

정리한것이다.

<표 1> 모저가규정한미디어능력의네가지차원과내용

세부 역 미디어교육에포함되어야할내용들

미디어기기를간단하게수리하고설치할수있는능력

전자기기들(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기본기능에대한친숙한사용능력

기술적능력 간단한프로그램과운 시스템에대한이해능력(텔레비전조작, 개인적욕구

들을텍스트이해에적용하기, 인터넷을통한정보검색및조작등)

전문용어들에대한이해

새로운미디어를무비판적으로도취해서순응하지않고, 현대인들의일상문화

의일부로서새로운미디어들이제공하는정보에대한열린마음과호기심

문자정보, 청각정보, 상정보등의다양한언어형태의정보이용

문화적능력 정보사회에서적응능력의발달(예: 지식경 의의미에서)

과잉정보에대한적응능력발달, 지구화된공간의다양한 역에서활동하는

다문화적인능력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형태들과의창의적이고구상적인친숙

미디어화된관계와커뮤니케이션모형에서책임있는행동능력

사회적능력
실제적이거나가상적관계형태들의 역을구분해서적응할수있는능력

정보사회에서새로운업무형태와내용에대한적응능력(원격업무, 인터넷을

통한교역과기업형태들등)

개별적인미디어들과미디어발달의비판적평가

반 적능력 자신의미디어이용행위를판단할수있는능력

미디어정보들에대한확실성과중요성에대한평가기준보유

출처 : Heinz Moser(1999), Einfurung in die Medienpadagogik-Aufwachsen im Medienzeitalter,

Leske+Budrich, Opladen, p.184.

66 지식격차해소방안으로서미디어교육



최근 들어 문혜성(2003, 31-2)은 미디어 능력에 대해“미디어의 발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비평적으로 성찰하며 평가할 줄 아는 능력, 미디어 프로그램과 그 내용에 대해 자

율적인선택을할수있고이에대해비평성찰을하며즐거움을가지고사용할줄아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용할 줄 알며 이

에대한고유의책임을질줄아는능력”으로정의하 다. 그가제시한미디어능력은바

케가제시한미디어능력개념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

경에서적용될수있는미디어능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즉, 인터넷환경에서

미디어 능력은 기술적 능력, 비판적 능력, 정보제공 능력, 그리고 정보이용 능력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기술적 도구적 능력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기기

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비판적 능력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보 제공능력은

능동적 정보제공자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

는능력으로대신할수있으며, 그리고정보이용능력은직업이나학습과관련하여자신

에게필요한정보를적극적으로탐색하고수용하는능력으로해석될수있다.

이강수가 지적한 대로 지식격차의 해소 방안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 구조를

균등하게 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능력의 신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능력의신장은미디어교육을통해가능해진다.

4. 미디어교육의정의와지향점

4.1 미디어교육의정의

미디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

다. 미디어교육개념은미디어제작교육이나시청각교육과같이미디어를이용한학교

교육 등으로 왜곡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그것이‘시청각 교육’과 구

분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시청각 교육은 각종 매체들, 즉 텔레비전,

슬라이드, 비디오 및 여러 가지 교구 등을 이용하여 교육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전달함

으로써교실내의수업이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교육방법의하나에불과하다.(이정

춘,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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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미디어 교육은 특정 학문이나 지식의 역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보조적

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되는 시청각교육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고도 전문적

인하나의 역으로서미디어를가르치고배우는학문이라할수있다.

따라서 UNESCO(1984, 8)가 미디어 교육에 대해“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

서 배우고 가르치는 연구로서,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현대 매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

안에 있는 지식의 전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역으로 다루며, 일반 교육과 같은 지식의

역을가르치거나배우는데보조로사용하는것과는뚜렷이구분되는연구이다.”로정

의한 것은 시청각교육이나 미디어 제작교육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한 정의라 평가할

수 있다. UNESCO의 이러한 정의는 미디어 교육을 독자적인 학문 역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청각 교육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동

시에, 미디어자체가교육의목적이거나대상이된다는점을뒷받침해주고있다.

이러한정의는부덴바움(Buddenbaum, 1981, 1-2)에게서잘나타나고있다. 부덴바움은

“사회 안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본질, 또 미디어 조직과 제도의 구조 및 기능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의식화시키는 것인 동시에, 미디어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매스 미디어

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노력이다.”라고 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내용을적절히표현하고있다.

최창섭(1985, 22)은“미디어를 주관적으로 소유할 줄 아는 수용자를 만들기 위해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읽고 쓰며 말할 수 있게 하는 일단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인(全人)으

로서의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적인 태도를 계발시키는 것이 미디어 교육이며, 그렇게 함

으로써 각자가 속한 사회 속에서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을 옳게 이해하

고평가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하는교육”으로정의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춘(2000, 466)이“미디어 교육에 대해 비판적 시청기술(critical

viewing skill), 수용기술(reception skill), 미디어 해독(media literacy), 텔레비전 이해훈련

(television awareness train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용어별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등이각각다르게규정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미디어교육에대한

단일한 정의를 내리는 데 혼란이 있다고 전제한 후, 미디어 교육은 어느 한 형태에 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맥락에서‘전인교육’의 한 형태로 이해되

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디어 교육의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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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디어교육의필요성

김양은(2000)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텔레비전의 대중화

에 있었다고 지적하 다. 텔레비전의 현실묘사 능력은 궁극적으로 현실 인식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으며,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현실을 실제 현실과 대체하 다. 이는 사회 내에

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폭력성향에 대한 우려를 낳

았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1980년대에 호주 및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

한필요성이본격적으로제기된것이다.

크랙스(Craggs, 1992)는미디어교육의필요성에대해미디어소비의측면, 리터러시개념

의변화, 시민정신의함양, 그리고아동중심의학습등을위해미디어교육이필요하다는

점을역설하 다. 그에의하면미디어가일상생활의일부가됨으로써무분별한미디어소

비가이루어지고있고, 새로운미디어들이대두됨으로써지금까지인정되어왔던문자위

주의리터러시개념이변화하고있으며, 미디어장악을최우선으로여기는정치행태로인

하여건전한시민정신이무력하게될뿐만아니라, 현상과사물에대한독자적인판단능력

과비판적시각을갖추게하기위해서는미디어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크랙스가 제시한 필요성은 소극적 차원에서 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즉 미디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역기

능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는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정춘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된

정보화와 미디어화는 경험의 탈의미화와 탈유형화의 과정을 현저하게 촉진시킨다고 지

적하 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실

로부터 이탈시키는 과정이나, 상적인 인지감각과 표상능력의 일방적인 요구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이탈시키고 있으며, 사실적인 인지와 행동 및 경험의

가능성이 가공의 과정들로 대체되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가공의 과정들로 대체되는 과

정에서 미디어들은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더욱 상업화함으로써 지나치게 탈현실화가 신

장되어가게되었다고지적한다.

이정춘(2000a)이제시한미디어교육의필요성은적극적차원의필요성이라할수있다.

그는미디어생태학적입장에서(김성벽, 2002), 새로운정보기술이미디어의구조를변화시

키고있으며, 이러한변화로인하여미디어에대한인간의경험을무의미하게하는가공의

과정들에 의해 상업적 성격이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이성이 손실된다는 우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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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 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건전한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창조

적인정보이용능력을확장시키며, 건전한정보제공능력을키워주어야한다는것이다.

4.3 미디어교육의지향점

김양은(2000)은 새로운 정보 언어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수단으로미디어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을제시하 다. 그는새로운언어의등장

은 정보 능력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며, 새로운 언어의 습득 과정을 통하여 미디어 리터

러시문제가해결된다고본것이다. 즉, 구전시대에는말하기, 문자시대에는쓰기, 상

시대에는 상제작, 그리고 디지털 언어 시대에는 정보작성 등의 능력이 리터러시 문제

를해결하는핵심적인요소가된다고보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교육의 지향점은 리터러시의 해결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리터러시의 해결은 미디어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다. 즉, 말하기, 쓰기, 상제작, 디지털정보작성등의능력은미디어능력확장을위해

습득해야할언어에지나지않는것이며, 이러한언어들의습득을바탕으로정보를수용

할때필요한비판적능력을확장시키는것이미디어교육의지향점이라할수있다.

김양은의 견해는 홉스(Hobbs, 1998, 17-18)가 말하는 미디어 교육과 대단히 유사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홉스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미디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인 이

해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쇄매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디어의 메시

지에 접근하여 이를 분석, 평가,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스스로 이러한

메시지를만들수있는능력을기르는것”이라고함으로써미디어리터러시문제를중심

으로미디어교육의지향점을제시하 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인 문자 해독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

념으로서, 정보의 의미파악과 생산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진정한의미의미디어교육으로이해하기어려우며, 그지향점역시서로다르

다고규정할수있다.

이처럼 리터러시 개념에 집착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미디어에 도입되면서 미디어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반

해, 이에 대한 접근능력을 쉽게 터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터러시는, 그

것이문자이든 상이든혹은디지털이든, 엄 히말해정보이용을위한선결요건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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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않는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쇼르브

(Schorb, 1977, 234)는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인간의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 말은 곧 미디어 선용을 위한 능력의 개발로서, 각 매체에 대한 적

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쇼르브 역시 미디어 기기에 대한 숙련도를 제시함

으로써일견미디어리터러시를말하고있는것처럼보이나, 미디어내용을비평적인관

점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디어 교

육이지향해야할점을보여주고있다.

최창섭(1985, 22) 역시“미디어 교육은 매스 미디어의 본질과 기술,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으로서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이나 화 또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듣고 보는 바를 제대로 감상하고 선별하며, 비판적인 독자, 시청자, 수

용자가되도록하기위한것”은미디어교육이지향해야할점이결국비판적능력을확

대하는것임을강조한내용이라할수있을것이다.

바케(Baacke, 1977, 7)는 미디어 능력에 대해 자기분석적이나 윤리적으로 미디어에 대

해 반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비판하는 능력, 미디어 관련 기능이나 기

술의이용과관계된도구적능력, 단순한수용자차원의미디어이용능력을넘어능동적

인 정보제공자로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혁적이며 창조적인 미디어

이용능력등을제시함으로써미디어교육이지향해야할점을보여주고있다.

바케가제시한네가지능력가운데리터러시에해당되는도구적능력이외의다른세

가지 능력은 결국 비판적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판적 능력은 미디어 이

용자의 논리력과 판단력 및 설득력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

러한 능력을 키움으로써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

는것이다.

이처럼미디어교육이지향해야할점에대해다양한견해들이제기되고있으나이정춘

의견해는가장받아들일만하다. 이정춘은미디어교육의지향점에대해“미디어교육이

미디어 해독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단지 실기교육을 통해서보다 전문적이고 본질적인 미

디어표현양식을이해함으로써미디어의메시지를이해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면이

는 자동차 운전기술이나 단순 기술자만을 양성하는 목적밖에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

다.(2000a, 468) 그는미디어교육은보다지적인형태의교육을필요로한다는점을강조하

면서, 결국미디어교육은‘인간의가치실현’과‘사회적목표’가두축으로작용되도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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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점을지적함으로써미디어교육이지향해야할점을제시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지향점들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변화

와 접한관계를갖고있다. 미디어교육에대한각학파의이론이갖는특징및내용과

적용패러다임은 <표 2>로정리할수있다.

<표 2> 미디어교육의이론과패러다임

이론 특징및내용 적용패러다임

문화에대한식별력기르기: 대중문화는문화로서의능력을상실

했다는견해→문화엘리트양산 접종이론

공유학파 문자중심의미디어교육이고급문화로제시 대중예술

보호주의론 패러다임

초기미디어교육(1970년대)

토대와상부구조에입각한매스미디어소유문제→내용의통제

Marxism
→미디어에대한이데올로기적기능에집중 미디어해독

보호주의이론(protectionism)과 비판적시청패러다임의결합

“사람들이미디어를통해서무엇을하는가”로목표수정

사회구조가미디어텍스트를결정
표상

구조주의 기호학→미디어텍스트의탈신비화에대한분석
패러다임

송신자의메시지구성에초점

토대에대한상부구조의독립성

다양한문화인정

지배이데올로기(미디어해독의다양성)→미디어는토론의장

경험속에서의실천, 하위문화의저항성강조
미디어해독

문화주의 수용자의해독가능성에대한논의(수용자의창의성)
패러다임

수용자의창조적인미디어의미의창출에대한문제제기

수용자의미디어능력으로서미디어교육의개념제기

포스트모더니즘과의결합→커뮤니케이션능력을함양할수있는

미디어교육으로개념변화함

출처 : 김양은(2000), p.64의표를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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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교육의일환으로서독서교육

최근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관련 통계수치가 말하고 있듯이 독서시간은 점차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의 조사에서 성인의 평

일 독서시간이 54분이었던 데 비해 2002년의 조사에서는 31분으로 감소하 고, 주말 역

시 1994년에 비해 2002년에 15분 감소하 다. TV나 인터넷 등과 비교하 을 때 독서시

간은점차감소하고있다는점이드러나고있다.

<표 3> 한국인의주요매체이용시간(성인)

독서 TV시청 비디오 인터넷/PC통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994 54 44 115 128 31 38 - -

1995 37 35 107 144 26 37 - -

1996 38 33 124 154 26 40 6 6

1999 37 34 112 151 27 46 22 23

2002 31 29 112 147 13 25 49 47

출처: (재)한국출판연구소(2002), 세계주요국의도서관및독서현황조사자료집

이 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독서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독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포스트만(Postman, 1993)의 지적대로 인간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진지한 작품들

이 골동품처럼 취급받기 때문이며, 매체 이용에 있어서 오락적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

다.(김경일, 2003) 이처럼 강한 오락적 성향으로 인하여 건전한 비판능력, 창조적인 정보

이용능력, 건전한정보제공능력은점차축소되고있으며, 이를확대할수있는방안으로

서독서교육은대단히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망구엘(Manguel, 1996/2000, 254)에 의하면 독서는“표면적으로는 지적으로 읽어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사실들을 자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도 텍스트와 독

서가는 서로 한데 얽히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조해 낸다.”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

운차원의의미를창출해내기위한교육의필요성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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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숙(1997)은 독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전통적인 독서 교육의 목표인 교양 습득과

정서순화의도모, 이해력과비판력및창의력등을포함하는사고능력의향상추구, 정보

와지식획득을위한독서및문제해결을위한정보처리방법습득등의방향을제시하고

있다. 즉, 독서교육은다양하고폭넓은독서를통해교양과정서를풍부하게하여올바른

가치관과 자아 확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

차적 목적이 있으며, 오늘날의 매체환경과 미래의 정보사회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주체적인비판의식을갖추게하는데그의의가있고, 이처럼정보사회에적응

함으로써자기주도의학습과문제해결능력을신장시킴으로써평생교육의기틀을마련

할수있도록독서교육이진행되어야한다고본것이다.

이처럼 독서교육은 미디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미디어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서가 지향하는 가치가 개인이 갖는 사유의 세계를 고양하고 사

회적 기술습득의 기반인 가치관·인격·성격의 발달 및 두뇌발달 등에서 여느 매체에

비하기 어려우리만큼 탁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식과 문화의 산물인 책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력을 결정해 왔으며, 문화력은 곧 경제력과 국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기때문이다.(이정춘, 2000b)

따라서 미디어 능력, 즉 미디어에 대한 비판능력, 능동적 제공능력, 그리고 개혁적·창

조적미디어의이용등을신장시킴으로써자기분석적·윤리적입장에서미디어에적응

하는능력, 수용자로서의이용능력뿐만아니라능동적인제공자로서의미디어이용능력,

미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교육은대단히의미있는방안이라할수있을것이다.

6. 결론

구텐베르크 시대의 종언이 자주 언급되며 문화기술인 독서가 근본적인 기능의 변천을

겪고 있다는 지적(Franzmann et. al., 1995)이 일고 있는 오늘날,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활자이탈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나 계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책과같은지식전달매체에접근하는시간역시점차줄고있다.

그결과독서를통하여얻을수있는지식의부족으로인하여미디어능력의차이가발

생하게 됨으로써 정보 수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해석이나 분석 혹은

비판과 같은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독서보다는, 제공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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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하는 매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미디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능력등을정상적으로획득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된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독서교육이야말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임을 확인하 다. 독서는 그것

이갖고있는여러유형의가치를바탕으로시간적공간적으로인간의인식범위를확대

시키며 여러가지 미디어의 향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즉, 독서를

통한 지식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며 고도의 지적능력을 획득하게 함

으로써현대사회의비인간화경향으로부터해방시키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인뒷받침이병행될필요성이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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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프로젝트1)

- 소개와 초기 연구결과 개요 - 

Ann Carlson Weeks2)

이 숙현3) 역

<초록>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을 5개년 계획으로 설립한다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전 세계

어린이도서를디지털화할수있는혁신적인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사업이현재진행되

고 있다. 컴퓨터공학, 교육, 문헌정보학, 예술, 심리학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어

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자적으로 책을 검색·접속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

트가 완료되면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의 소장 장서는 향후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10,000책 이상의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 전반기와 지난 1년 간의 연구결과에 따라 초창기에 발견된 문

제점을개괄한것이다. 

개요

책은어린이의삶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중의하나다. 어린이의성장과정

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형성에 있어 사회성을 키우는 일이고, 어떤

일에대한성취동기유발등에있어큰 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이미많은선행연구에



서보여주고있다. 그리고어린이들이새로운문화를바탕으로해쓰여진이야기책에접

하는일은그들이속해있는사회를아는것만큼이나그들주변세계를이해할수있는기

회를제공할수있는일이기도하다.

우리는일상적으로전세계뉴스매체를통해개인간에혹은이교도집단간에오해혹

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관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을 정규적으

로 접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이 그 지역사회(Vendley, 1998; Wright, 1994)의 노

출된 주변환경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등을 흡수한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태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Jackson, 1983). 전 세

계에서 발간된 많은 자료들이 그 지역사회 사람들, 역사,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전통에 진

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텔레비전이나다른매체를통해제공될수있는보다민감하기쉬운정보를중

화시킬수있을것이다(Salzman,  2001).

제2차 세계대전 후 젤라 레프만은 독일의 뮌헨에 국제청소년도서관(IYL)을 설립하

다. 그녀가 이 도서관을 설립한 이유는 어린이도서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국가간

에 가교를 놓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IYL의 설립을 통해 어린이도서를 매개로 하여“사람과 국가간의 이해를 새

롭게할수있도록인식을도모”하려고했음을알수있다. IYL이설립된지 50년이나지

난지금“미국국립과학재단”과“도서관박물관서비스기관”에서는한개의프로젝트를새

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1세기의 첨단기술로 어린이도서를 이용하여 전세

계가함께젤라레프만의비전을공유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이다. 

연구목적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에 소요될 재원은‘미국국립과학재

단’과‘도서관박물관서비스기관’에서 부담할 것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도서를수집해서이를디지타이징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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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사업의목적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ㅇ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 교사, 사서, 부모, 학자들이 최소한 100개 이상

의언어로발간된 10,000책이상의자료를디지털화한다.

ㅇ어린이들이 전자적 형태로 된 자료들을 검색하고 브라우징하고, 읽고, 그리고 자료를

공유할수있도록어린이들이협력파트너로참여해서컴퓨터호환기술을개발한다.

ㅇ디지털시대에‘공정한사용’과권리관리개념의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ㅇ디지털자료의 접근이 장서개발에 어떠한 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한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업무프로그램개발을평가한다.

ㅇ디지털형태로 된 다문화자료에 접근하는 것과 물리적 형태가 있는 책을 접하는 어

린이들의태도사이의상관관계를보다더잘이해할수있도록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메릴랜드대학/칼리지팍과 인터넷 아카이브 두 기관이 공

동으로구성한팀에의해추진된다. 이작업의특징은파트너쉽의개념을도입하여공동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메릴랜드대학의 연구 초점은 호환성 개발과 장서이용의 분석이

라는 것이다. 메릴랜드대학은 컴퓨터공학, 7∼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 정보연구,

교육, 예술, 심리학등의학문분야가둘이상상호걸쳐져있고또한세대와세대가상호

교감되는학교이다. 어린이들의생각은전체적인설계과정에서반 이된다. 실험실에서

연구자 자격으로, 그리고 팀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학기 중에는 일주

일에 두 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에 참여한다. 두 개 이상의 학

문분야가교차하고, 세대간의의사가상호소통되는팀에서나오는 감을바탕으로프

로젝트의방향설정, 새로운아이디어실험, 그리고기술을채택하고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와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서는 장서개발을 위해 전 세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협회, 상업출판사, 저자, 삽화가 등과 장서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

축하 다. 비 리기구로서 장서의 디지털화를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

브에서는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 추진에 필요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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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도서관의 장서로 개발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 사회, 관심도, 생활양상, 그들이 두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 상호 유

사성도 있고 상이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서 개발의 초점은 어린이들이 그들이 살

고 있는 주변세계와 지구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이 도서관을 통해 서

로를 더욱 잘 이해하여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이다. 현재 장서의 약

40%가저작권이있거나특별한조건을제시한기부자들이제공한자료들로구성되어있

다. 몇몇출판사들과저작자들이책을보는것만허락하는조건으로자료를제공하고있

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책을 제공하는 경우

도 있다. 한편 많은 기증자들이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에 자료를 제공함으로 잠재적

시장이개발될수있다는것에관심을보이기도한다.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 소장장서에는 두 부류의 독자층이 있다. 첫번째, 우선적인 독

자층은 3∼13세의 어린이와 이 계층의 어린이를 돌보는 사서, 교사, 부모, 간호사들이다.

두번째독자층은어린이문학분야를국제적으로연구하는학자와연구자들이다. 

2002년 11월 18일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착수한 국제어린이디

지털도서관에는 현재 18개국(이집트, 크로아티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중

국, 미국등)에서제공된약 250책이소장되어있다.  

초창기의인터페이스

초창기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의소프트웨어는자바로쓰여진‘Enhanced Version’으

로 현재 윈도즈, 솔라리스, 리눅스 그리고 맥 OS를 이용할 수 있는 Sun사의 자바2 플랫

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Zoomable 유저 인터페이스(Bererson, 2000)를 위해 재즈툴킷

을 사용하여 구축했다.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한번의 클릭으로 웹페이지에 링크해서

다운로드, 설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Java Web Start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했다(한번 Java를 설치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는 웹페이지나 데스크탑 아이콘 어

느쪽에서라도운용할수있을것이다. 

대부분의 책들은 jpeg 포맷으로 웹서버상에서 부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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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접 엑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책들은 출판사

의요구에의해부호화되어 Adobe Content 서버에서서비스되고있다. 이책들은응용프

로그램중의 시각검색시스템을 통해서 검색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상업용 Adobe e-book

리더기를 이용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

린이들이 책을 검색하고 읽는데 있어 해상도가 매우 높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지원

하고 있다. 현재 HTML을 기본으로 한 2차 버전을 기본버전으로 도입하고 있다. ‘강화

된’인터페이스기능을간단히기술하면다음과같다.

책에접근해서검색하는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첫번째가지리적방법에의해책을

검색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린이들이 지구의를 돌려서 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지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방법이다(예 :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이 과정에서 검색결과로는 그 지역에 관한 것, 혹은 그 지역에서 출생한 저자들의 작품

과같은장서들이부분집합으로제공된다([그림1]).

[그림 1] 지구의인터페이스를이용한장서검색

책을 찾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은 시각검색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와 사서들이 모여 집중 연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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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3개의 검색범주를 추출하 다([그림2] 시각적 검색 범주). 포함된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책의주제, 책의주인공타입즉그주인공이진실인지거짓인지에따라검

색 ; 어린이들이 부여한 등급에 따라 ;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느낌(예 :“나는 그 책을

보고행복했다”) ; 형태 ; 책표지등이다.

[그림 2] 시각적검색범주

그분야의특성을알수있도록아이콘줌중의하나를클릭한다. 아이콘을‘검색캐타

필러’로자연스럽게이동해서현재의검색창을보여준다. 만약여러개의개체를선택하

고 싶다면 개체 간에 불리안 교차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검색결과는 책표지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그림3]). 검색결과는 클릭하면 어린이들은“Zoomable user

interface”를이용해서시간적으로검색결과를탐색할수있도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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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각적검색결과 : 동물로주제구분한책을보여주는것임

위 검색결과는 PhotoMesa(Bederson, 2001) 삽입판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Photomesa는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는 사각형내에 이미지를 그룹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다. 주제 그룹내에 한 개의 줌을 클릭하고 개개의 책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다

시한번클릭한다. 

한 책을 클릭하면 그 책에 대한 메타데이타, 서명, 저자, 날짜, 언어, 출판사, 기증자, 면

수, 요약문과함께‘미리보기’화면이나타난다. 여기에서 4명의독자중한명이책을읽

을수있다. 

판독기의프로토타입

현재 메릴랜드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3가지 형태의 판독기와 기증자들이 엔코딩

할 것을 요청한 책들에 대해서는 Adobe’s eBook 판독기가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사

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형태를 선택해서 책을 읽을 수 있다(Adobe eBook Reader를 사용

해야하는컴퓨터부호화된책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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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판독기는전통적으로사용된상업용판독기와가장비슷하다. 이는탐색버튼

을 이용해 한번에 한 페이지를 뒤로 혹은 앞으로 넘기며 책을 볼 수 있다. 그리고‘skin’

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면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페이지가 일회에 한 페이지가

보이던지혹은두페이지가펼쳐지던지수평적혹은수직적으로조정할수있다.

모든 페이지는 1024x768 pixel jpeg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경에서 리졸루션을 다

운받으면 확대경아이콘을 이용해 이미지를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연재만화’책 판독

기는 책의 크기를 줄여서 연재만화처럼 수평으로 연재해서 보여준다([그림4]). 이용자가

연속적으로 책을 읽기 원할 경우에는 왼쪽 화살표 키나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된다.

인터페이스는자연스럽게첫번째페이지로초점이맞춰지고화살표를누르면다음페이

지가 활성화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는‘zoom out’버튼을 눌러 처음 시작되는 전체

페이지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책의 어느 페이지가

되든지 관계없이 이를 클릭해서 그 페이지로 직접 갈 수 있다. 각 페이지 사이는 색깔로

경계를 두어 페이지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판독기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통적으로 선형적으로 페이지에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간단

하게전체를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그림 4] 연재만화책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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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판독기는‘나선판독기’로이는좀더자동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판독

기는책을훌훌넘기면서책의내용을신속하게확인할수있는것과같은경험을할수

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이판독기는보고자하는페이지를다른면보다화면을확대

해서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끝 부분은 줄어든다([그림5]). 연재만화 판독기처럼 간단히 화

살표 버튼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초점이 맞춰진 페이지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채우게 된

다. 동시에다음 페이지로가게되면초점이맞추어진페이지는축소되고다음페이지로

초점이 맞춰지며 나선형으로 돌아간다. 이 시점에서 zoom out 버튼을 누르면 초점이 맞

추어진 페이지가 축소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페이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에는 나선

형을돌려그안에있는면을클릭하면된다. 

[그림 5] 나선형책판독기

첫번째사용결과분석

ICDL의 초기 버전 소프트웨어가 사업초기 6개월간 인터넷상에서 책을 이용하는데 어

떻게쓰여졌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메릴랜드대학연구팀의웹로그데이터를분석한바

있다. 이 로그 분석은 상업용 Sawmill 로그 분석품을 사용해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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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wmill.net). 로그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조사방법

을사용했는지에대해, 어떤책에접근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했다. 짧은기간동안책

판독기인터페이스사용에관한로그데이터를수집하 다. 

초창기 6개월 동안 사용기간 중에 120,000만명 이상이 ICDL웹사이트를 방문했다

(www.icdlbooks.org). 연구팀은 여기서 방문자를 특정 IP 주소를 갖고 있는 웹유저로 정

의하 다. 그들 방문자 중에서는 실제 26,000만명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최소한 한 책을

열어보았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67%에 이르 고 유럽에서

17%, 그리고 아시아에서 12%를 차지하 고 국가수로는 21개국에서 이 도서관을 방문하

다. 분석기간 중에 1,300,000페이지가 접속되었고 200,000책 이상이 읽혀졌다. 평균해

서방문자 1인이평균 1.5책을보았는데조사기간내내이평균수치는유지되었다. 대부

분의 방문자들은 한 책을 보았는데 1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10책 혹은 그 이상을 읽고

나갔다. 

이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의 79%가 시각 탐색(범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탐

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21%는 Glob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하 다.

범주조사에서는 68%가한개의카테고리에서검색을하 고 2개혹은그이상의범주에

서자료를탐색한결과가 32%에이르 다. 5위내에속하는탐색범주는다음과같다.

3∼5세 어린이를 위한 책

어 책

6∼9세 어린이를 위한 책

상상의 동물과 창조물에 관한 책

최상급으로 등급된 책

이용자들이 globe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지리 분야로 탐색한 결과를 대륙별로 살펴

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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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  29%

아시아 지역 :  24%

유 럽 지역 :  23%

남아프리카지역 :  10%

오세아니아지역 :  8%

아프리카 :  6%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은『Axel the Freeway Cat』(Hurd, 1981)이 다. 이 책이 인기가 있

었던 이유는 ICDL 프로젝트를 착수하며 홍보를 위해 보도된 내용 중에 이 책이 소개되

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책은『Sun Flight』(McDermoot, 1980),

Caldecott상을 수상한 작가 Gerald McDermoot이 저작권 없이 기증한 책『Where’s the

Bear?』(Brueghel, 1977), Getty 출판재단에서 기증된 다양한 언어로 된 이야기 책

『Downtown and other Rhymes』(Choo, 1966)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기증한

싱가포르에서의생활에관한책들이다.

짧은기간동안책판독기에대한분석이연구팀에의해진행되었고그기간중표준책

판독기가 69%, 만화책판독기가 16% 사용되었고, 나선형책판독기는 15% 사용되었다. 

추가분석

웹 로그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연구팀에서는 이 분석데이터가 답변해 주

지못한많은의문점을가지고있었다. 따라서 2003년 4월연구팀에서안고있는많은질

문에 대해 방문객이 웹상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설문지를 올려놓았다. 설문지 하

나는 성인방문자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 두 개의 설

문지에는 방문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현재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도

서관의 위치, 그리고 하루에 혹은 일주일 동안 사이버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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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문지에서얻은정보는방문객의 60% 이상이여성이었고, 웹사이트를방문했던과

반수 이상의 어린이들이 보조자와 함께 사이트를 방문하 고, 부모(30%)들이 가장 빈번

한방문자이고그다음이교사(25%), 사서(10%) 순이었다.

ICDL사용에 관한 첫 번째 관찰연구 중에는 6∼11세에 이르는 메릴랜드초등학교 어린

이약 100명을둘씩한팀으로하여 ICDL소프트웨어를사용해보도록하 다. 연구결과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자료의 탐색에는 여학생

보다남학생이더많은시간을투자했다. 나이가어릴수록 ICDL을이용하는데많은시간

을소비했고, 그리고대부분의어린이들이그들이선정한첫번째책을읽었다. 

향후계획

ICDL이 소장하고 있는 국제어린이도서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팀에서는 ICDL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HTML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이 인터페이스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훨씬 적었고 인터

넷과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인터넷 접속과 하드웨어를 구비하기 힘든 이용자들이

보다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는‘기본버전’이 필요하 다. 또한 프락시 서버(LAN사용자가

인터넷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네트워크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지역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을 갖고 있는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더 잘 사용

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었다. 마침내 2003년 5월하순‘기본버전’이도입되었다.

ICDL프로젝트는 독일의 뮌헨에 있는 국제청소년도서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White Ravens』연간목록에 올라있는 자료 중 지난 10년 이내에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품절인 자료를 골라내어 디지타이징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 프로젝트는 국립도서관들, 그리고 청소년도서에 관한 국제위원회의 국가분과, 그

리고 어린이도서 중 걸작품을 찾아내 이를 홍보하는 다른 기구들과도 협력을 지속할 예

정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의 장서를 확보할 것이며 또한

소장 장서가 3∼13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

라현대문학자료로가장좋은자료들이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장서로편입되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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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바램이다.

향후에는이용자가도서관인터페이스의‘기본’버전과‘강화’버전을이용하면서경험

했던 상이점에 대해 연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전략과 도서관 : 물리적 형태가 있는

도서관을이용하는것과디지털도서관을이용하는것의상호비교 : 어린이들이책, 도서

관, 정보기술 그리고 다른 문화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

초점을두고연구를할것이다.   

연구팀은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볼

것을 권하며 어린이들이 디지털자료 이용에 대한 관심도 및 어린이 도서가 국제적인 장

서로 도서관에 어떠한 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

다. 지속적인정보제공을위해이프로젝트의웹사이트( www.icdlbooks.org)를방문해줄

것을기대하며이만마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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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와 문화복지국가 구현을 발전목표로 하는 정부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따라 2002년한해명실상부한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역할

강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변화하는도서관패러다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전자

출판물을비롯한다양한장서의확충과보존사업,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본계획수립,

도서관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정보서비스의 고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도서관

과의 협력 증진사업 등은 물론, 주제명표목표 개발과 함께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를

시행하는등괄목할만한성장을이룬한해 다.

이번 한일국립도서관 업무교류를 맞아 2002년 한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내용과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이야기하도록하겠다.

이 자료는 2003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국립

도서관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소장자료 원문DB 구축 및 국내의 타기관과 공동활용에 대해서“를

주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기 조 연 설

국립중앙도서관의업무현황과향후계획
- 21세기, 변화의 중심에 선 국립중앙도서관 -

신현태(국립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2. 2002년주요업무추진현황

2.1도서관장서의확충

2002년에는 납본 490,046책을 비롯하여 구입, 기증, 자체생산 등을 통해 496,235책의

국내출판 국가문헌자료가 수집되었으며, 해외로부터 한국관련자료 1,365책을 인 수집

하고, 미국·일본 등에서 22,608책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교환·기탁, 수증을 통하여

33,644책을수집하 다. 그결과 2002년말현재국립중앙도서관의총장서수는 4,385,873

책에이르 다.

2.2자료의보존관리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문헌보존센터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하여자료의보

존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에는 자료보존 전문담당자를 채용하

고, 보존실험 및 처리장비를 갖춘 수선·복원실을 설치하는 등 자료보존 환경개선과 과

학적이고체계적인자료보존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원본자료의 매체변환과 고서의 포갑·배접, 소장자료의 훈증소독사업 등을 지속

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위한실무자중심의해외연수를실시하는등

중요국가문헌의 구보존을위한체제를확립해나가고있다.

2.3도서관정보화

2002년은 2000년 3월에 발표된“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해로, 도서관의 디지털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확충 사업 등 정보화의 기

반마련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 다. 그결과 300만건의서지데이터와 1,090만건의

소장데이터, 91만책의 목차정보, 27만책의 원문정보 DB, 32,926종의 연속간행물 권호정

보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 국민들이 도서관이 소장한 정보에

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 다. 또한전국도서관들의업무효율성증대와대국민정보서

비스수준향상, 출판계의신간자료홍보효과를통한판매촉진을돕기위해 CIP시스템을

개발, 시범적으로운 하 으며,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구축을통해정보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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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인시각장애인들의정보격차와기회불균등의해소를위해노력했다.

2.4 이용자서비스제공

2002년에는 국민들의 학문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 체제와 웹사이트를 통한 서지·목차·원문정보

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저널 등 국내외학술 DB를 구입, 학술정보 및 원문정보 전문서비

스기능을강화하 다.

또한도서관자료의효율적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주제별, 형태별로구분된자료실을

운 하고, 야간에도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야간도서관제도도입, 인터넷과팩시 리,

e-mail 등을활용한자료의신청및우편복사서비스도제공하고있으며, 연간 323일을개

관하여총1,122,338명 1일평균 3,477명이이용하 다. 아울러다양한문화행사도활발하

게 추진하여 도서관음악회, 주한외국공관 주관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문화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도서관문화학교를 개설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한 독

서지도와문화교육분야강좌를실시하 다. 

2.5 전문도서관인양성을위한사서교육

2002년은지식정보화시대대응능력향상을위한전문교육, 정보화교육을강화하고창

의적 사고로 효율적 직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전문사서 육성을 교육훈련 목표로 설정하

여 도서관 운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확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

화하 으며,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민·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업무전산화

에 따른 표준화 도모를 위한 교육과정 등 총 26개 과정을 운 하여 1,250명의 도서관 직

원이교육연수프로그램을수료하 다. 

2.6 국가서지발간및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출판자료의 납본기관으로 국가문헌에 대한 서지정보 표준화와

국가서지작성의중심기관이다. 2002년도에도국가서지인『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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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본된 국가문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납본월보』를 발간,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

무관련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계간 학술지『도서관』과 도서관계 종합소식지『도서

관계』등을발간하여전국도서관에배포하 으며, 출판물및문헌정보유통의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하는

사업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2.7 국내외도서관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협력망의중앙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02년에는 공공도서관 자료지원, 독서교실 운 지원을 하는 한편, 공공도서관표준자

료관리시스템(KOLAS Ⅱ)을 보급하 고, 민간업체에서 구축한 상업용 온라인출판물

2,298종을국가전자도서관을통하여공공도서관에제공하 다.

또한 국외협력사업으로는 94개국 284개처 도서관과의 자료교환 및 한국학자료 지원,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자료기증, 문헌복사·참고서비스를 통한 국제상호대차서비스 등

과함께국제도서관연맹(IFLA)총회,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등의국제회의참가를

통해 국제 도서관계의 최근 동향파악 및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 으며,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중국국가도서관, 싱가포르국립도서관과 업무 및 인적교류를 실시하여 성과

를거두었다.

2.8 주제명표목표의개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작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제에 의한 접근으로 검색

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모든 주제분야를 포괄하는 시소러스 형식의“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主題名標目表)”를 개발하 다. 1994년 주제명검색요어집(主題名檢索要語

集)이 개발된 이후로 계속적인 추가작업과 활용이 없어 발전시키지 못했으나, 주제분류

에대한도서관계의절실한필요성에의하여 2002년에사업을추진·완료하게되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주제명표목 20만용어 구축, 주제명에 분류기호 부여, 주제명표목

표 시스템 개발 등이며, 개발된 주제명표목표는 2003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우선적으

로 시범·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전국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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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본계획수립

국립중앙도서관이 2008년개관을목표로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립디지털건립사

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어, 2002년 2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고,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 다. 수립된 기본

계획에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성격 및 기능설정, 정보자원 운 기본계획, 도서관 관

리·운 계획, 조직·인력개발 기본계획, 건물기본구상, 설계지침서 작성 내용 등 국립

디지털도서관의건립과운 에있어전반적인방안들이제시되었다.

3.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2003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1) 지식정보 전문서비스 체제정립, 2) 국가지식

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3) 자료의 효율적 수집·보존 및 대내외 협력 증진으로 설정

하 다. 

첫째, 지식정보전문서비스체제정립하기위해서는주제별전문사서의육성, 직무교

육훈련의강화, 디지털시대에부응한사이버교육실시, 도서관연구회활성화및해외직

무연수등을통한사서직원의전문성강화와도서관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여건마

련을추진할계획이다.

둘째,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역할강화를위해서는지식정보콘텐츠확충및서비스

의 활성화, 국가자료 유니코드 체제 구축, 문헌정보처리 표준화도구개발(KORMARC형

식), CIP 제도운 활성화등도서관정보표준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효율적 수집·보존 및 대내외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국내자료 납본

수집강화, 온라인출판물의효율적수집방안강구, 외국자료수집확대, 국가문헌자료의

과학적 보존 관리를 위한“자료보존처리센터”구축, 한국본 고전적 해제작업 등을 추진

할 것이며, 국내 도서관협력망 구성 확대, 관종별 협의체 구축, 각종 연구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며,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외국도서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참가를통한교류활동을전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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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맺는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2002년 수행했던 주요사업과 2003년 수행하고

자 하는 주요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 도서관계의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정부가 총체적인 중·장기 도서관진흥정책을 담은 도서관 발전 종

합계획을 수립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재정립, 도서관관종간의협력프로그램개발을통한도서관운 활성화, 도서관의조

직·기능·인력·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

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등도서관발전의법·제도적개선의토대를마련하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앞으로도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이같은정부의도서관발전의

지를구현하는선도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할것이다. 이번제

7차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도이러한노력의일환이라고생각하며, 오늘우리국립

중앙도서관의 2002년업무실적과 2003년계획에대한대략적인보고가상호이해에다소

라도도움이되었기를기대한다.

2006년에는 서울에서 국제도서관연맹(IFLA) 연차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대회를 공

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서

관계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국가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장이 되어 아시

아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미 이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일본 도서관계에도‘2006 IFLA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과 참여를 부

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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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및
타기관과의공동활용에대하여

이선(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실사무관)

1. 시작하며

지난 10여년간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인프라가 급속히

성장하여 우리 도서관의 외부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내부

에도 향을 끼쳤으며, 특히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필

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변화시켰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서로의 시

행착오를 줄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7차에걸쳐업무교류를해오고있다.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최근 국가전자도서관서비스의 한 축으로 잡아가고 있는 원문데

이터베이스구축과그공동활용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한다.

2. 도서관정보화사업추진배경과현황

2.1 추진배경

지식기반사회 구현에 도서관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00년 3월“도서관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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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2000∼2002년까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

관이주도하여 1단계도서관정보화사업을추진하 다. 

도서관정보화사업은 국민 모두가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사

회를 조성하고, 도서관 정보 이용 환경을 온라인 환경으로 보강하여 지역간·계층간 정

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

설장비의제공, 네트워크구축, 응용프로그램제공및콘텐츠확충등이다. 

2.2 추진현황

도서관정보화사업은 3개의축으로사업이추진되었다. 문화관광부는시설장비,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 확충 부분에 주력하 다. 여기에

서는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고국립중앙도서관이추진한디지털콘텐츠확충은 3장에서 소개하겠다.

문화관광부는단순열람공간이나공부방으로인식되어온공공도서관을온라인시스템

화하여지역사회및청소년들이도서관을쉽게찾고필요한지식정보를얻을수있도록

생활공간화하기위하여전국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디지털자료실을설치하 다.

디지털자료실 설치 예산은 국고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하여, 정보화의 의지와 활

용성을 근거로 1차년도인 2001년에 144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 고, 2

차년도인 2003년에 200개관을추가선정하여디지털자료실을설치할계획이다.  

2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1차년도 사업경험을 토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하

여 디지털자료실 규모별 모델 및 구성 품목을 정하고 1차년도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설치하지못한도서관을포함하여농어촌지역의공공도서관은국고와지방비부담내용

을조정하여추진할계획이다.

또한 대표도서관 시범사업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구축과 도

서관정보를 PDA 혹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Mobile library시스템 구축

사업을추진한다. 

RFID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3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

며, Mobile library시스템구축사업은국립중앙도서관을포함하여지역대표도서관 16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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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상으로하여도서관안내, 도서검색, 대출관리, 좌석예약등의서비스를 Mobile로실

시간서비스하게된다.

3. 디지털콘텐츠확충및활용

- 원문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은 인쇄매체 등 각종 정보매체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도서관 역할

의변화가불가피해졌다.

이미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각종디지털정보서비스를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도서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의열악한장서현황및지역간정보격차를줄이기위하여디지털콘텐츠를지원, 공공도

서관에서서비스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이를좀더자세히이야기하면다음과같다.

3.1 서지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

1)목록정보데이터베이스

19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 행정부자료실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서지데이

터 300만건 , 소장데이터 1,090만건의 데이터를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www.nl.go.kr/kolisnet)을통하여서비스하고있다.

2002년말 현재 한국의 전체 공공도서관 430여개 중 255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

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는 각 개별 도서관이 직

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표준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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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료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구축목적은이용자들이전국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

모든자료를통합검색할수있도록하고, 도서관들간의공동목록작업을통하여자료정

리의 효율성과 인력절감 등 경제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서지정보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

가 서지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목차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통하여다양한접근점을제시하게될것이다.

2)목차정보데이터베이스

목차정보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서지정보 뿐만 아니라 목차정

보까지 DB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단행본 36만책,

1945년 이전 자료 8만책, 서양서 10만책, 일본서 2만책, 연속간행물 35만책 등 총 91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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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차정보를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와 국가전자도서관

(www.dlibrary.go.kr)을통하여제공되고있다.

또한 다른 도서관들이 자체 목록에 목차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자 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는목차정보를다운로드하여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3)연속간행물권호정보및색인정보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권호정보 1,300,000건을 구축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KOLIS)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3

년부터는학술적·정보적가치가있는연속간행물을선정하여기사색인및초록을구축

하고자추진하고있다.

3.2. 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

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목적은학술적가치가있는주요자료를선별, 원문DB를구축하

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지역 간의 정보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목적이있다. 

1)구축대상자료의선정및원문DB구축위원회운

보존가치와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선정하고, 저작권소멸자료 등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하 다. 그러나 정보화사업기간에 도시와 농촌

공공도서관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1996년 이전 출판된 단행본 자료에 대하여

도 DB구축을하 다. 

한편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과의 역할 분담으로 중복구축 방지를 위해 노력하 으

며, 학회지DB, 전자책(e-book) 등민간이이미상업적으로구축했거나구축중인디지털자

료는 도서관에서 구입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노력

하 다. 

또한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대상자료의 선정, 구축방법, 서비스방법 등 전반적인 사

항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출판계, 저작권계, 문헌정보학계, 컴퓨터학계등외부위

원으로구성된국립중앙도서관원문DB구축위원회를운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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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축방법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 자료의 손상없이 표지는 300dpi 컬러 jpg, 원문정보는

300dpi 컬러 jpg 또는 400dpi 흑백 Tiff 파일로 구축한다. 원문내용중 사진이나 컬러로 구

성된 면은 컬러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귀중자료나 심하게 훼손된 자료 등은

비접촉방식(오버헤드)의스캐너를사용하여원자료의훼손및변형을최대한방지할수

있도록하 다. 

원문DB구축 대상자료 중 1950년 이전 발간된 연속간행물 중 귀중본으로 지정된 자료,

한 판 고대소설(딱지본), 1945년 이전 발간된 자료중 희귀서 등은 컬러로 구축하고 그

외 관보, 신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은 자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흑백으로 판독이 가

능하므로흑백이미지파일로원문DB를구축하고있다. 

3)원문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원문DB 대상자료의발주에서구축, 검수, 최종업로드에이르기까지모든작업공정이

원문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구축된 원문DB의 표준화 및

DB의무결성을확보하고, 안정된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원문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저작물 관리 및 저작권자

관리등의저작권정보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원문 DB구축, 서비

스통계, 저작권통계등각종통계자료를통하여정책수립에반 하고있다.

4)주요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현재 구축되어 서비스하고 있는 원문데이터베이스는 고서, 관보, 1997년 이전 단행자

료, 문화관광부 발간자료, 1945년 이전 신문, 연속간행물 귀중본,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

논문, 한국고전백선, 한 판고전소설, 1945년 이전 일본어자료, 한국관련 외국자료 등 총

27만책 74,641,542면(2002년 12월)으로목차정보는텍스트파일로, 원문정보는이미지파

일로구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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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데이터베이스소개>

DB명 구축 대상 수록건수 검색항목

고서
국립중앙도서관에소장된문화재(국보, 68,896책 서명, 저자명,

보물등) 및 고서귀중본및희귀서 10,244,750면 색인어, 목차

관보
1894년부터 1910년까지발행된구한국 164종 공시명, 

관보및 1945년이전관보 186,553건 공시번호

단행자료
국립중앙도서관소장자료중 1945년

139,000책
서명,저자명,

(∼1997)
이후 1997년이전발행된학술적₩정보적

43,000,000면
발행자,키워드,

가치가있는자료 목차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및소속기관에서발간한문화 630책 서명, 저자명,

발간자료 관련자료 189,000면 색인어, 목차

신문 1945년이전에발행된신문
361종 신문명, 기사명,

1,064,482건 날짜

국립중앙도서관소장 1950년이전발간된 3,036종
기사명, 기사저

연속간행물
귀중본 179,000건

자명, 간행물명,

발행처명

1997년까지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한 7,816권
서명, 저자명,

학위논문
인문과학분야박사학위논문 1,475,273면

색인어, 목차,

초록

한국고전백선
동아일보에서선정한“우리를감동시킨

89종
서명, 저자명,

한국고전백선”을대상 색인어, 목차

한 판
1910-1930년대이전에발행된딱지본₩

915책

고전소설
6전소설₩이야기책등으로일컬어지는

88,554면
서명, 색인어

국문소설

일본어자료
1945년이전에일본어로발행된주요자료

44,000책 서명, 저자명,

(∼1945) 16,960,000면 색인어, 목차

한국관련 1945년이전에일본및해외각국에서 10,433책 서명, 저자명,

외국자료 발행한한국관련자료 3,019,589면 색인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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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구축원문데이터베이스(구입)

DB명 구축 대상 수록건수 검색항목

국내발간학술지에수록되는기사및 1400여종
기사명, 기사저

학술논문기사
원문검색제공 280,000여건

자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키워드

한국학및 민간구축상업용데이터베이스로국내외
2,957종

제목, 저자명,

기타정보원 발간학술지 발행처명, 키워드

e-book
민간구축상업용데이터베이스로교양

2,565종
제목, 저자명,

서적을비롯한각종도서의원문 발행처명, 키워드

6)원문데이터베이스의이용과저작권

구축된 원문데이터베이스는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과 국립중앙도서

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특히 국가전자도서관에서는 저작권이 소멸

된 14만 6천책에대하여서비스하고있다.

현행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간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2003년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

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

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현재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대책으로 저작권신탁을 한국복사전송권센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

자에게저작권료를지불할수있는저작권료과금시스템을개발하여유료서비스를실시

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놓고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 등

이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하 지만,

저작권자등이불법복제로부터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행하는기술적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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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저작권보호 측면

에도중점을두었다.

3.3 시각장애인을위한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 국

가자료종합목록 및 목차정보를 음성서비스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각장애인 특례입

학생의 대학 기본학습서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원문정보데이터베이

스를구축하여음성및점자로제공하고자추진하고있다. 

4. 국내도서관데이터베이스공동활용

4.1 국가전자도서관이용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 구축사업은 국내 주요 도서관을 연계하여 국가정

보능력을신장시키고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꾀하며, 향후전국도서관들을연결하여

국가문헌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정보화기반을 확립하고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

획에맞춰 1996년부터 4차에걸쳐추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등 국내 주요 7개 도서관

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반 이용자들은 저작권에

저촉되지않는원문을무료로열람·출력할수있다. 

이는 구축된 원문의 소유권은 각 참여기관에 있으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원문은 저작권이 없는 원문이거나 저작자와 협의가 완료

된 원문이 해당된다. 저작권이 없는 원문을 조회할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원문을볼수있으나, 원문의유형에따라원문의소유기관통제를받을수있다.

국가전자도서관은 2001년 시스템경량화사업을 거쳐 통합검색에서 검색조건을 원문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원문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에서 통합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Java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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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을 제거하 다. 또한 Z39.50 프로토콜 외에 메타검색 기능을

제공하고있다. 참여도서관별제공되는데이터베이스의내용은다음과같다.

<참여도서관별데이터베이스의내용>

기관명 서비스D/B

- 고서원문

- 단행본목록및원문

- 국내외학술잡지목록

국회도서관
- 국내외학술잡지기사색인

- 석ㆍ박사학위논문목록및원문

- 세미나자료

- 비도서자료목록

-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

- 대법원판례(1948∼현재)

- 하급심판례(1948∼현재)

- 헌법재판소결정(1989∼현재)

법원도서관 - 현행대한민국법령전부

- 법원도서관소장국내외법률문헌목록: 논문, 단행본

- 원문정보 : 대법원발간자료, 외부발간자료(저작권동의를

얻은자료)

- 과학기술전문정보(1991∼현재)

한국과학기술
- 학술지목차속보(1996∼현재) 

정보연구원
- 연구개발보고서

- 학술지종합목록 : 국내약260여기관의소장학술지

- 한국특허

- 전국대학도서관학술정보통합검색서비스 : 도서, 비도서, 

한국교육
학술지, 학위논문

학술정보원
- 해외박사학위논문

- 해외학술DB 및 전자저널

- 세미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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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비스D/B

- KAIST 석ㆍ박사학위논문원문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소장목록 : 단행본, 학술잡지, 프로시딩, 학위논문, 

과학도서관 연구보고서등

- 과학기술분야전자저널

- 학위논문

- 학술논문

농촌진흥청 - 농업고서

농업과학도서관 - 농촌진흥청발간도서

- 시험연구보고서

- 학회지

4.2 데이터베이스의공동활용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간 역할

분담을통한중복구축방지를반드시고려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국가 주요도서관 7개관의 통합전자도서관인 국가전자도서

관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역할분담과 공동

활용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1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학술정보의공동활용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 올해 3월 대한민국국회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향후 자료교환 및 교류협

력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교환 및 구축, 저작권 등 소장자료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 으며,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및 초록데이터베

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도서관이 기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 구축

된자료에대해서만 DB구축하는등기관간데이터공유를활성화하고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통하여자체목록정보를실

시간으로 업로드하거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므로써,

목록작업의표준화와도서관자료의효율적인관리와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그동안기구축한목차데이터베이스 91만건에대해서도타도서관들

이공동활용할수있도록제공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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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는 TIFF, JPEG의 이미지 파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 파일은 멀티미디어 파일과 함께 텍스트 파일에 비해 데이터량이 대용량

이고, 정보전송에트래픽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따라서보다나은원문정보서비스를

위하여최근국제표준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 XML에의한원문DB구축등보다다양한

원문정보포맷을지향하고자한다.

o 이미지원문DB

기 구축되어 있는 이미지DB에 텍스트정보를 연동하여 전문검색 및 하이라이트 검색

등보다효율적인검색이가능하도록한다. 

o 문자코드 문제

현재 KSC 5601 코드로 되어 있는 한 을 유니코드로 변환, 국가간 서지정보교류가 가

능하도록하기위하여변환기개발을위한 ISP를추진중이다.

o 멀티미디어(AOD, VOD)자료

이미지와 텍스트에 이어 동 상까지 연동하여 검색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

로 통합 뷰어 개발을 통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열람할 수

있도록노력한다.

o 고문헌 등 대용량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고지도 등 대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관

리·보존하고자 보존 포맷과 이용자서비스 포맷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고해상

도의디지털자료를웹에서빠르게검색및이용시키기위하여적정한포맷을선정, 구축

할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 간의 원활한 데이터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심도

있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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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화된 포맷에 의한 DB 구축
o 표준화된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o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의 표준화
o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자료의 선택
o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크기
o 정보공유를 위한 문자코드
o 효율적인 원문정보 검색 등

6. 마치며 - 디지털딜레마

국립중앙도서관주관하에추진되었던도서관정보화사업은지식기반사회구현에도서

관이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정보화환경을개선하고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고

자범국가적으로추진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된 공공도서관 디지털화 사업은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운 케 하 으며, 디지털콘텐츠의 확충을 위하여

서지 및 원문DB를 구축·이용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상업용으로 구축한 DB를 공동 구

입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함으로써정보화의기반을마련하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최신자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DB구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

는 많은 도서관들이 구축대상으로 하고 있는 귀중서, 고서, 문화재 등이 아닌 것이다. 여

기에도서관정보화사업의딜레마가있다. 

도서관에서의 원문DB 구축을 보존과 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그 선후를

결정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다행히한국은 2003년 4월개정저작권법상에서각도서

관들이소장하고있는자료중출판된지 5년이지난자료에대하여는법으로디지털라이

징을할수있도록허락하고있어그나마다행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도서관은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여야 하는 기본 책무와 함께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

한방법으로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동시에저작권자의권리또한보호할의무가있다. 

디지털딜레마, 이는 이 시대 많은 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며 우리 모두 현명하게

해결해야할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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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를향해전진하는국립국회도서관

和中幹雄(국립국회도서관총무부부부장)

2002년 9월 제6차 한일국립도서관업무교류에서‘2002년의 국립국회도서관 - 관서관

개관을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기조보고가 있었다. 그 후 10월 5일

에 신현택관장을 초청하여 관서관개관기념식을 개최하 고, 10월 7일에 관서관을 개관

하 다. 관서관 개관을 계기로 각종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기에 이들 신규서비

스에대한개요를보고하고, 끝으로장래의도서관에대하여생각해보고자한다.

1. 2002년도의대응

2002년은 1948년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설립된 지 54년이 되는 해로 도서관 반세기 역

사를 회상해 볼 때 획기적인 해 다. 4월 1일에 관서관 설치에 따라 전관에 걸친 조직재

편을시작하 고, 5월 5일에는국제어린이도서관의전면개관, 10월 7일에는관서관을개

관하여 3개 시설(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반

년동안 2개의커다란도서관시설이탄생된것이다.

관서관개관에앞서 10월 1일부터홈페이지를전면적으로개정하여전자도서관서비스

를포함한각종새로운서비스를개시하 다.

또한 2003년 1월 7일에는 종래 메인 플래임으로 운 하고 있던 각종 시스템을 통합한

서버·클라이언트형의도서관종합시스템을본격적으로가동하기시작하 다. 이도서관

통합시스템은 선서(選書)·발주·수입·자료관리·축차간행물 수입·ISSN관리·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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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배가·제본관리·OPAC·OPAC을 통한 열람·대출·복사신청·MARC 등의 각

종 프로그램 출력 등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를 운 해 나가기에 필요한 기능을 대부분

포함한 통합시스템이다. 아직 필요한 기능의 추가개발이나 데이터 추가탑재 작업이 남

아있고, 이들작업에대하여는 2004년 10월에완료할예정이다. 

2. 새로운서비스의시작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에 소속된 도서관으로서 각종 국회서비스를 행하면서, 행정·

사법 각종부분에 지부도서관을 두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도서관이나 일반이용

자에 대하여도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외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보고하겠다.

이용자관점에서보면이용자는다음 4가지의채널로부터도서관이용이가능하며, 이

것은해외의이용자에도공통으로적용된다.

(1) 방문하여소장자료를이용가능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3개 시설은 만18세 이상이면 모두 열람·복

사·레퍼런스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대출은하지않는다. 단, 국제어린이도서관은 2개

자료실을제외하고연령에관계없이어린이라도이용할수있다.

이와 같이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어떤 시설에

어떤자료가소장되어있는지를미리확인한다면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 이를위해

소장자료의 목록정보를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

한 잡지기사색인도 수록하고 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OPAC(NDL-OPAC)에는 약 385만건의 서지정보와 약 570만건의 잡지기사색인 정보가 소

재장소도포함하여수록되어있다(2003년 4월현재).

또한 법령의회자료, 헌정자료, 지도 등 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는 특색있는 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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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소장하고 있지만, 테마(주제분야)나, 또는 도서관 소장의 특색있는 자료군에, 소장

자료의 소개나 조사를 위한 툴을 소개, 또한 관련 기능의 소개(링크집) 등을 제공하는

‘테마별조사방법안내’를홈페이지에탑재하여자료안내을하고있다.

(2) 근린공공도서관이나소속대학도서관등을통한이용가능

도서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근린의 공공도서관이나 소속 대학도서관내에서 자료를

열람할수있다. 또한도서관을통하여복사나레퍼런스서비스도하고이들서비스는해

외의도서관등에대하여도제공하고있다.

이제까지는 대출·복사·레퍼런스 등의 신청은 우편이나 FAX에 한하 지만, 대출·

복사에 대하여는 NDL-OPAC을 통하여, 레퍼런스에 대하여는 전자메일로의 접수도 개시

하고있다.

또한 724개관(그중데이터제공 44개관)의공공도서관이참가하고있는국립국회도서

관종합시스템이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1,013기관이 참가하고 있는 국립정보학

연구소목록소재정보서비스의시스템을통해서도이들을신청·접수받고있다.

(3) 자택에서복사서비스신청가능

새로운 OPAC에서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개인이 자택에서 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복

사신청을할경우에는이용자등록을하여야한다. 일본에서는각종공적수속에있어공

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IC카드 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분

증명을위한서류의복사본을우송받아 ID와패스워드를부여하고있다.

이 서비스는 2003년 1월 7일부터 개시하 지만, 현재 개인등록 이용자는 15,000명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해외이용자를 고려하여 콜렉트카드에 의한 복사이용의 결제를 5월

5일부터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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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택에서자료열람가능

1998년에‘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상’을 책정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개시

하 다. 이구상은거대한정보공간의안내역으로서‘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시간을의

식하지 않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자도서관의 목표를 나타낸 선언

서(manifesto)적인 문서이다. 작년 10월1일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말은쉽게, 행동은어렵게’라는목표에조금은근접하게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서비스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내일

植月전자정보기획과장이 보고할 것이므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떻게 정보를 제공

하고있는지에대하여간단히소개하겠다. 

소장목록에대하여는일본어및구미각국어의자료목록을수록한 NDL-OPAC 외에중

국어·조선어 도서 목록정보를 수록한‘아시아언어 OPAC’, 종합목록으로는『전국신문

종합목록』, 『점자도서·녹음도서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네비게이션으로서‘데이터베이스 네비게이션 서비스(Dnavi)’의 제공도 시

작하 다.

또한인터넷으로 1차자료의제공도개시하 다. 

첫번째는‘국회회의록’(중의원·참의원 공동개최)이다. 1947년 5월 이후의 국회 본회

의록및전(全)위원회의회의록이수록되어있다.

두번째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중요문화재, 채색자료 등의 화상데이터를 수록한

‘귀중서화상데이터베이스’, 당관 소장의 명치시대 간행도서의 화상데이터를 수록한‘근

대디지털라이브러리’(2002년 10월로 인문·사회과학분야 약 3만책 수록)가 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소화30년이전간행의국내아동도서관화상데이터를수록한’아동서디

지털라이브러리‘의제공을개시하 다. 

세번째는‘인터넷자원선택적구축실험사업(WARP)’으로 명명한 웹사이트나 전자잡지

를수집, 문화유산으로보존하기위한실험프로젝트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가 국내외의 자택이나 직장의 개인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자

유롭게이용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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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도서관및국립도서관의역할

이상과 같이 작년에 국립국회도서관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서비스의 출발점

에서있었다고할수있다. 

관서관 설립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던 20세기 최후의 1990년대에는 국제사회가 큰 변

모를 해왔다. 냉전구조의 종결과 지역분쟁, 테러의 위기, 경제 로벌화와 개발도상국의

빈곤화,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의 위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고도정보화사회와 정보격

차의출현등을예로들수있다. 

일본의사회상황으로서는경제 로벌화에따른금융위기, 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주

력산업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나 사회면에 있어서는 가치관의 다양화와 지구

적규모의문화상대주의등을들수있다. 

그러면, 도서관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걸까? 도서관과 이용자는 인터넷을 매개로 연

결되어 있다. 또 동시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정보거점과는 별개의 틀로 관심 역을 공유

하는 지구주민이 도서관의 틀이나 국가의 틀을 넘는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적인 도서관의 발상을 상기시킨다. 근대적인 도서관의 발상은

1730년에벤자민프랭클린등이만든‘필라델피아도서관회사’에서찾아볼수있다. 이것

은연구자들이모여종주국 국으로부터연구문헌을공동구입해서공동으로운 한것

이다. 이처럼 관심 역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에 의한 자료수집과 이용이 공공도서관의

원류인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관심 역을 공유하는 포털이 활

발하게만들어지고있지만, 이후도서관은지역커뮤니티포털로서의공공도서관, 학술커

뮤니티 포털로서의 대학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포털로서 발전해가게 될 것이라

고예상하고있다. 그럴경우, 국립도서관은어떠한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라고생각하

는가?

국립국회도서관은 우선, 국회커뮤니티에 속해서 국회의원의 관심 역에서 포털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한편‘누구라도, 어디서나,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자도서관의 목표이지만, ‘누구라도’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누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통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이

용자상의획득과도서관운 목표의명확화와함께다양한커뮤니티와의연계활동이앞

으로우리들의중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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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보화사회에 대응해서,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의‘지식·정보’에의 억세스강화

라고 하는 국가전략을 중시할 경우에는‘비즈니스지원도서관’으로서 포털화하게 될 것

이다.

자기책임사회의전제로서의정보격차의시정이라고하는관점에서는홈페이지를통한

정보발신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에의 기여로서는, 시민사

회에있어서전문적인정보의정보격차해소가목표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상과 같은 목표를 복합적으로 가지면서 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시야로 보면, 납본도서관으로서 인터넷 정보자원도 포함한 문화적인 성과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보존해 가는 역할을 한다. ‘문화’와‘역사’를 중시하고,

그거점으로서의위치부여가중요하다. 그런점에서‘문화’와‘역사’에가치를찾아내는

사회의국가적거점을지향하는것이국립국회도서관의장기적인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문화유산의 거점으로서 국립도서관

인들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계가 있는 동아시아에 있어

서국립도서관간의상호이해와협력이더욱중요성을더하고있다고믿는다.

이번 업무교류가 미래의 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의논함과 동시에 새로

운 시대에 있어서 국립도서관의 상호협력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하며, 기조보고를

마친다.

(번역 : 국립중앙도서관사서권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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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전자도서관서비스가추구하는것

植月獻二(국립국회도서관총무부기획협력과전자정보기획실장)

서론

국립국회도서관은 1980년부터 21세기를 향한 장래 계획으로서 관서관의 설립을 구상

하 다. 직접적으로는 서고의 협소가 건설의 필요성과 시기의 요건이었지만 정보기술의

놀라운발전속에서그설립계기로지리적인제약을초월한전자도서관서비스의가능성

이 기대되었다. 그래서 2002년 10월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이 개관하 고, 초기에 목표

로한전자도서관서비스의제 1단계의지점에지금와있다.

오늘은실제전자도서관서비스의편린을도서관홈페이지를통하여소개하고, 이기회

에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계획이 무엇을 지향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지금부터무엇을목표로나아갈것인지? 어떤문제나과제가있는지등에대하여보고를

하려고한다. 이렇게직접만나서의견을교환하고, 교류할수있다는것은우리들에게도

대단히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1. 전자도서관모색시대

1994년 국립국회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본인은

기획과에 재직하고 있었다. 당초『전자도서관』은『벽이 없는 도서관』이라고 설명하 는

데, 이것은누구라도어디에있든지, 언제나어떤정보라도손에넣을수있다는기능, 즉

특정건물에의존하지않고제공가능한기능을의미했다. 

그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기반으로서 인터넷이 있고, 기술적 요소로서 www 등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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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하이퍼링크에 의해,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협조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도 콘텐츠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 신뢰하는 데이터가 담보되는

것도중요하다. 콘텐츠 역도망라적이기를바란다. 인터넷의세계에서는정보의망라성

과 깊이, 정보의 확실성 등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국립국회도서관도 도서관의 역할,

특히국립도서관의역할이있다고생각해왔다.

정보기반이세계속에서정비되어가는중에각국에서도전자도서관을주제로하는다

양한프로젝트가개시되었다. 일본에서도정보화촉진정책이국가수준으로강조되었고그

것을 받아들인 도서관은 1994년부터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와 공동으로‘Pilot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사업을 시작하 다. 또 대외적으로는 1995년

부터 G7의 Bibliotheca Universals(세계도서관)이라고하는사업에참가해오고있다. 

이런 경험으로 전자도서관 기능의 가능성을 검증한 후, 전자도서관 추진을 도서관 장

래 구상의 하나로 위치를 부여해, 관서관 건설과 보조를 맞추어 그 계획의 책정과 구체

화를추진하게되었다. 

그 결과 가능성과 제도적인 문제가 정리되면서 당면 목표도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

‘국립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구상’을책정하 지만, 이곳에서는전자도서관을‘도서관이

통신네트워크를 개재시켜 가는 일차정보(자료 그 자체) 및 이차정보(자료에 관련된 정

보)의전자적인제공과그기반’이라고정의해전자도서관의‘장서’로서콘텐츠구축방

침등을가리킨다. 

2. 무엇을목표로하여어디까지왔는가

전자도서관이란 개념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있어서‘벽없는 도서관’이라고 말하지만,

콘텐츠의 발신자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구조나 체제가 없으면 단지 신뢰성 없는 정

보가쌓인산에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국가의정보자원에대한소재나전자적콘텐츠

의 준비를 국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네비게이트하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도서

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장벽을 넘으면서 동시에

세계널리퍼져나가는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콘텐츠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국립국회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

서소장하고있던중요한자료도아직종이나필름의형태 다. 게다가당시, 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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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목록데이터조차기술적과제는물론이거니와제도적으로도과제를안고있었고목록

제공서비스도극히제한된공공도서관등에만한정하는실정이었다.

그래서 우선 국립국회도서관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표방하 던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한‘최후의 수단’개념에 최초로 접근하는 곳으로서의‘최초의 수단’의 역할을 추가하

여 크게 내세우면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 다. 결국 국립국회

도서관을 기점으로 한 정보발신을 늘리고 원격지에서 국립국회도서관으로 접근하는 수

단을 증가시켜 개선하게 되었다. 이들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포탈(입구)

로하여이차정보를포함한전자도서관서비스로서제공되고있다.

이제 국립국회도서관이 지금까지 무엇을 실현하여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근

대디지털라이브러리와네트워크계의사업에중점을두어살펴보고자한다.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

2003년 10월 1일 명치시대 간행도서의 화상데이터베이스인‘근대 디지털라이브러리’

를 공개하 다. 2001년 12월부터 약 1년 반에 걸쳐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약 16만 8

천 책의 명치시대 간행도서에 대하여 저작권조사를 하고, 저작권이 소멸된 약 2만 종, 3

만책을전자화하여처음으로공개하 다.

화상은 도서를 촬 한 마이크로필름을 스캐닝하여 TIFF형식으로 전자화하고 있다. 인

터넷에서는 GIF 화상과 전용 플러그인에서 열람하는 고압축 화상 2종을 제공한다. 고압

축 화상은 확대, 축소할 수 있고 한 화상 단위로 인쇄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저작권 등

의 조건에 따라 이들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색은 서지정보, 목차 중의 키워드를

대상으로할수있다.

o명치시대간행도서의전자화와저작권조사

이 서비스를‘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라고 한 것은 1868년의 명치유신에서 시작된 일

본의 근대 출판물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 문화재적인 가치, 이용자의 수요, 또한 저작권의 관점을 감안하여 명치시대의 도서부

터전자화를진행하고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저작권의처리가전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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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개인 저작의 경우는 저자의 사망 후 50년, 단체 저작의 경우는

공표 후 50년을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명확하게 하는 몰년을 조

사하 다.

그 결과, 저작권이 소멸한 도서가 약 30%,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 도서가 약 2% 다.

그러나 조사만으로는 저자의 몰년이 불명확하고 저작권이 소멸하 는지 아닌지 판명되

지 않는 도서가 60%에 이르 다. 이에 대해서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정보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도 불명확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청 장관의 전자화

에 대한 재정(裁定)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된다. 내년도 중에 명치시

대간행도서의대부분을전자화하여공개할생각이다.

【네트워크계전자정보에관한프로젝트 - Dnavi, WARP】

새로운 문화유산의 형태로서 인터넷 상에서 전자형태로 생산되는 정보는 어느 새 생

겨났는가하면갱신되고사라지는귀찮은존재이다. 문화적가치가매우높은것도포함

되어 있지만 가치판단은 차치해 두고, 세상을 반 하는 문화정보이며 정보발신의 무대

에서점차중심이되고있음에틀림없을것이다.

이들을네비게이션하는데에는현시점에서다양한포탈사이트가있기는하지만, 링크

한 곳에서 소멸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이들을 수집·보존·축적·제공해

야한다는것이국제적추세이지만제도적·기술적·경제적인어려움도함께따른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00년 4월에 국립국회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CD-ROM 등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하 다. 네트워크계 정보자원은 그 시점에서는

필요, 유용한것을선택적으로계약하는등납본제도이외의방법으로수집되어야할것

이다. 그러나오늘날전자출판물의비약적인증가와외국의움직임을감안하여 2002년 3

월, 관장이 납본제도심의회에‘일본국내에서 발행된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을 납본제도

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의 수집 범위 및 수집 방법에 대하

여’재차자문을받아검토하기시작하여 1년이경과하 다. 현재저작권을제한하여강

제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정보나 학술정보 분야에서는 제도적인 조치에 의한 망라적 수

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결론의 방향성은 2004년 3월에 그리고 최종 답신은

2005년 3월에나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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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적인 검토를 도모하고 기술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네

트워크계 정보의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실험사업을 시행하고 작년 11월부터 그 성

과를공개하고있다.

o WARP (인터넷자원선택적축적실험사업)

2002년 11월에 공개한‘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WARP)’는 웹사이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수집 보존이나 제공조건 등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어 웹 로봇을 사용하여

수집하고축적하는실험이다. 정기적으로수집하고축적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전자 저널이나 정부기관의 일시적 이벤트로 사라지는 웹페이지(예로 작년 한국과 공

동주최한 FIFA 월드컵의 일본조직위원회 공식사이트 등)와 합병된 자치체 등의 웹페이

지등을수집하고있다.

웹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물론 있다. 계약에 기초한 수집이 방대한 작업량

을 요한다는 것, 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깔려있는 웹 정보를 개개의 계약 관계로 받아

들이는것이곤란하지만지금까지의경과에서는이를확실히하면서진행하고있다.

다음은 2003년 5월말현재의통계이다.

종수 개체수 파일수(만) 용량(MB)

전자잡지 636 1,072 39.4 31,191

정부기관 6 37 37.6 16,596

협력기관 79 121 19.6 5,922

합 계 721 1,230 96.6 53,709

o Dnavi(데이터베이스네비게이션시스템)

한편, 인터넷 상에는 매우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고 있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데

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자체는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

스에관한서지데이터를작성하고일본의각종데이터베이스로링크하기위한검색시스

템을작성하여공개하 다. 현재수록건수는약 6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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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의지향방향

3.1 앞으로의계획과과제

2002년도에 공개된 전자도서관 콘텐츠 모두는 아직 구축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

까운미래의계획으로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작업을계획하고있다.

명치시대간행도서의저작권처리와전자화를진행하고제공범위를확대

명치시대에 이어 금후 책정되는 전자화 계획에 기초하여 전자화 대상자료의 범위

확대

인터넷전자정보의실험사업을계속하고수집로봇의개선, 웹정보의효율적인일괄

수집, 지속적인 식별자(URL을 대신하는 안정된 정보의 식별기호) 등에 대한 과제를

추출하여해결방책을검토

전자전시회제작진행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의일련의시스템, 인터넷전자정보관련시스템의개선

또한 지금까지 널리 알리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로서 현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레퍼런스협동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국내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레퍼런스 회신사례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로상호업무에유용한것이므로금년도에상세설계와개발예정

전자정보보존을위한조사연구

수집한전자정보를장래에계속보존하고제공하기위한방법을연구하는것으로매

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메타데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년 계획으로 2002

년에는 내외 사례 등의 조사연구, 2003년에는 국회도서관의 상황 조사, 2004년에는

보존에관한지침을책정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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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장기계획으로서무엇을생각하는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국회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형

태의실용적인본보기를만들어왔다고할수있겠다.

그러나당초예상했던장래의정보환경이나사회환경도크게변하 다. 국립국회도서관

에서는전자도서관서비스에관한전체적인기획·조정에관해서는동경본관의전자정보

기획실이, 전자도서관서비스의 실시 및 콘텐츠의 구축, 시스템의 개발·운용, 연구개발에

관해서는관서관의전자도서관이분담하고있다. 현재전자정보기획실에서는주로 2005년

도이후의서비스에초점을맞추어중장기계획을입안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일본 전체로 볼 때 정부에서도 IT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 전략 내에서 지적재산의 공

유활용을계획하고있는경우도있다. 앞으로여러관계기관과의연계협력에초점이맞

추어질것이다.

앞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자화 콘텐츠 확충

외에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인터넷자원의아카이브(수집·축적·보존) 제공이다. 국제적인대응으로는각

국의국립도서관웹아카이브콘소시엄에의참가요청에부응하여수집·축적·제공기

능개발의 공동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납본제도를 심의 검

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참가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참가 여부와 관계없

이 국립도서관으로서는 인터넷 자원을 도서관의 장서로 취급하고 수집·축적·보존·

제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납본제도심의회에서

결론을내리면실제수집제공범위가확정될것으로본다.

또 하나는 전국의 정보자원 속에서의 국립국회도서관의 위상을 지키는 일과 정보의

공유화라는 것이다. 이용자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제공

해주는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앞으로 인터넷 사회에서는 전자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종합적 제공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구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도서관이란 앞서 말했던‘벽

없는 도서관’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보다 종합적인 지적 자원에의 네비게이션이 요구되

고있다.

어제和中부부장의‘누구나언제나어디에서나’라는말에서‘누구나’는‘누구도아니

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보량이 방대해짐에 따라 누구에게나 충분히 사용하기 쉬

운 포탈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도서관 자체의 콘텐츠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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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도서관서비스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도서관의

포탈이지 모든 정보의 포탈이 될 수는 없다. 다른 포탈 사이트도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간단히 링크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편리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역시 더 깊은 층

에서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예를 들면 다양한 기관이 국립국회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횡단 검색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검색에서는 목록 등의 메타데이터의

공유, 나아가일차정보를직접접근할수있다. 물론시스템의연계만이아니라업무적인

연계가그근저에깔리지않으면안된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제부터 국가의 하나의 커다란 데

이터공급자로서기능하는것이하나의해답이될것으로생각한다. 그래서서비스공급

자에게 공통의 이용규약을 제공하고‘어떤 특정 이용자’라도 그 요구 역의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료무료를 불문하

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민(官民)협조의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보다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를생성하는곳과그기반을준비하는곳과의분

업시대가오는것이아닐까하는생각도든다.

그러나 전자도서관은 콘텐츠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며 공유화에 따른 비용과 편리성

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경제적·인적 그리

고 기술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서는인재육성과업무구조의개선도큰과제이다. 정책결정의신속화도필요할것이다.

이와 같이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이 안고 있는 과제는 많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의논되며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문화 보존과 접근성

(accessability)의 확보, 그것이 종이든, 패키지형태의 전자정보이든, 네트워크 정보이든,

매체와 관계없이 문화로서 확실하게 보존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보증하는 일이지만, 국

립국회도서관이가야할길이라는데에는변함이없다.

한국에서는 이 업무교류가 시작된 1997년경부터 매우 급속하게 이 분야의 발전을 성

취하여그꿈을실현해가고있다.

국립국회도서관도국립중앙도서관의업적을배우고앞으로도전자도서관사업을발전

시켜양국민그리고세계에의정보발신기지로서없어서는안될존재가되고자한다.

(번역 : 국립중앙도서관사서이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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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시대에 생산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지식과 정보는 사회 경제발

전을촉진시키는데있어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10년전중국정부는과학기술

과 교육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전략을 채택하 고, 최근에는 소

강사회(小康.비교적 잘사는 사회)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학습형 사회 건설이라는 새로

운 목표를 세웠다. 이들 목표는 전국적인 문헌정보시스템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

능하며 동시에 국가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의 발휘와 강화에 있어 전에 없는 새로운 기회

와도전을안겨주고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종합 연구도서관으로서 국가기관, 핵심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종합서고로서의 중국국가도서

관은 세계 최대의 중문 문헌정보 총집산처이자 국내에서 외국 문헌을 가장 많이 소장하

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2년 말까지 중국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은 2373만

권에 달하며, 도서목록, 상음향 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포함한 자체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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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국립도서관의서비스및역할강화
- 중국국가도서관의 실천 및 방법 -

汪東波(중국국가도서관업무처장)



10TB에 이른다. 최근 국가도서관은 서비스 기능의 발휘 및 강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

련의새로운성과를거두고있다.

1. 국가중앙기관산하각부와위원회에분관(分館) 설립, 중앙

기관에대한새로운서비스모델모색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법에 따른 국정운 과 행정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

다. 이에 국가 중앙기관의 정책 및 법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되었고이에따라가치있는문헌정보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 다. 현재

중국의 국가중앙기관의 90%이상이 자체 도서관과 자료실을 운 하고 있으나 문헌자료

의부족, 낙후된설비, 일손부족등여러가지문제가산재해있다. 이에중국국가도서관

은 외국의 경험을 빌어 1999년부터 국가 인사부, 국가개혁 및 발전위원회, 국가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국가도서관분관(分館)을설립하 다.

각 분관의 기구, 직원, 재무, 업무관리 등은 해당 부(部)와 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조사,

연구, 논증, 정책결정과정에서요구되는정보가무엇인지를조사하여국가도서관에반

한다. 국가도서관이맡은임무는다음과같다. 첫째, 각분관의일상업무를지도한다. 둘

째, 책임자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국내외 문헌정보의 수집, 목록 편찬, 데이

터구축, 자료스크랩등을대리한다. 넷째, 필요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도서

의 문전배달, 전문적 자문 제공, 연구 프로젝트 참여, 전문 연구 및 조사, 분석 보고서 제

출등이여기에포함된다.

우리는 국가중앙기관 산하의 각 부와 위원회에 분관을 설립하는 일이 국가중앙기관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국가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며, 정보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각 분관도 더 이상

기존의 작지만 효율적인 도서관이라는 무리한 역할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자

금으로 필요한 참고문헌이나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일, 공공의 문헌 정보를 구하는 일은

국가도서관에서책임을지기때문이다. 이로써경비절감은물론인적·물적자원의낭

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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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와 위원회의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 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도서

관의 인적자원, 설비자원, 문헌정보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분관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部)와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문헌정보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

고, 이에따라업무효율과입법및정책결정수준이크게제고되었다고말한다.

분관 설립 외에 우리는 중앙기구와 국가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슈가되고있는문제의배경자료, 20세기대사전, 세계유산, 각구배경자료, 국제기구관

련 자료, 새로운 도서 추천 등 각급 지도자들의 정책결정 및 일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국

내외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달에 정식으로 오픈 되는 사이트에는

1,147만자(字)의 문자자료, 917개의 이미지자료, 그리고 208분에 달하는 VOD자료가 있

으며정기적으로업그레이드될것이다.

그밖에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등

법률법규제정부처와국가개발은행등금융기관과함께협력관계를구축하여 2003년부

터정기적으로전인대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다.

2. 특수대상을위한서비스확대

(1) 국가지도자에대한서비스제공

당과 국가 지도자가 전문 연구 자료나 어떤 설명 및 문구의 출처 확인이 필요할 때 해

당부처사무실을통해전화로도서관에요청하면도서관담당부서에서즉각조사에착

수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몇 분 혹은 몇 십분 내에 완료되나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나 많

은양의문헌자료가필요한경우최단시간내에완료될수있도록한다. 중공중앙판공실

(中共中央辦公室), 국무원판공실(國務院辦公室) 등 기관의 전문 문헌에 대한 조사 및 보

고서작성업무도종종담당한다. 국무원지도자의요청으로사이비종교에대한외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미국의 사이비 종교 소탕 활동과 관련 입법에 관한 보고』라

는제목의보고서를작성하 으며, 마찬가지로국무원지도자의요청에따라국외및홍

콩 중개기구의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중개기구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국외 일부 국가 및 홍콩의 처벌 관련 규정 총집』을 작성하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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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각 왕조에서 이루어진 판결 중 북경시와 관련한 판례를

수집하여『북경 판결기록 도서자료 총집』을 작성하기도 하 다. 문화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국내외 빈곤지역 개발 정책, 법률 및 법규 자료 총집』을 작성한 적도 있다. 그밖에

국가 지도자의 미국 방문 시 미국의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에 관한 자료와 주요 단체,

작가및작품에관한자료를제공하기도했다.

(2)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정치협상회의(政協))대표의참정

및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제공

최근 들어 전국정치협상위원(全國政協委員)과 전인대(全人大) 대표의 문화적 소양과

참정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제기되는 안건 수도 매년 늘어나면서 문헌정보에 대한 수요

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도서관은 전인대(全人

大) 정보센터와 전국정협(全國政協) 등 비(非)문헌소장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서

관이 소장하고 있는 풍부한 정보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양회 대표의 참정활동에 필요

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도서관에서는 兩會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과 대표들이 거처하는 곳에 자문 전화를 개

통하고 양회자문센터를 설립하 으며, 관내에 당직자를 두어 24시간 대표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양질의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차례 대표

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대표들은 국가도서관을 안건 제기에 필요한 주요 정보

제공지, 주요 자문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휴회기간에도 다음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대표들의자문요청이끊임없이이어진다.

兩會에대한자문서비스제공은국가의입법및정책결정에대한국가도서관의서비

스기능이충분히발휘되는경우라하겠다.

(3) 특수서비스계층을위한『신서추천(新書推薦)』과기타전문자료발행

『신서추천(新書推薦)』은 중국 당·정·군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간행물을소개하는책자로 2000년 10월부터시작하여매달 1호씩지금까지 37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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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었다. 매 호당 추천되는 신서(新書)는 약 90종으로 정치이론, 국제정치, 국제관계,

중국정치·경제·사회과학·종교·철학·군사·법률·역사·문학전기, 홍콩 대만 서

적 등이다. 『신서추천(新書推薦)』에서는 주로 사상성과 학술성을 두루 갖춘 서적을 소개

하고 있으며 사상계와 학술계의 최신 연구성과와 동향을 제때에 전달함으로써 좋은 평

가를받고있다.

(4) 양원(兩院-中國工程院, 中國科學院) 원사(院士)와전문가들을위한특수

대출서비스와외국간행물구입정책실시

도서관에서는 주요 서비스 대상인 양원 원사들과 전문가들이 기본 서고에 들어가서

자료를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을뿐만아니라관외대출, 열람, 복사에있어비신고코

너(Green Channel)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선정 해외도서시스템(外

文圖書專家選書系統 : 2001년부터 국가 도서관과 중국 도서수출입공사가 공동 운 하고

있으며 전문가 관리, 도서 분류, 도서 신청, 메일 송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을 통

해양원원사들과전문가들이추천하는해외간행물을구입하고있다. 

3. 교육기관및과학연구기관과의연계를통한해당기관과
기업에대한서비스제공

(1) 국가의교육과과학연구를위한서비스제공

중관춘(中關村)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은 중점 대학, 중점 연구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점을 살려 1998년부터 자원공유, 상호보완, 상호이익,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공중앙당 간부학교 등 중점 대학도서관, 중국과학원도

서관, 중국사회과학원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다. 주로 문헌정보 자원공유, 디지털

정보자원 구축 및 표준 마련, 디지털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웍 관리 호환과 인

재양성등의분야에서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며, 특수자원의미러사이트구축, 다른도

서관에책보내주기, 연구과제의공동연구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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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몇년간문헌정보자원의공유가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 다른도서관에책

보내주기 같은 경우 도서관에서 북경대학과 청화대학 도서관에 보내준 책이 15,000여만

권에달한다. 

(2) 중점기업에대한서비스제공

국가도서관은 기업과의 자발적 연계를 통한 기업의 발전 도모라는 전략을 세워 기업

회원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경 과 관리에 필요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쇄본과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국가 정책 및 법규, 시장동향, 상품조사, 가격대비 등을

내용으로하는자료총집을발행하고있다. 인터넷기술을이용하여빠른속도로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이와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기업 회원 사

이에인기가많다.

4. 도서관업계에대한서비스제공과지도자적역할담당

(1) 도서관장연석회의주최

국가도서관은 1991년부터 전국 성(省), 자치구, 직할시, 대도시 공공도서관 관장 연석

회의를 주관해왔으며(처음 3년 동안은 매년 1차례 개최, 이후 2년에 1번씩 도시별 공공

도서관에서 돌아가며 개최) 지금 이 회의는 가장 중요한 도서관장 회의로 자리잡았다.

회의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업무와 도서관 사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

한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장이다. 2001년 성도(成都)에서 열린 제7차 도서관장

연석회의에서 전자도서관의 설립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자도서관의 정보화와 관련한

자원구축, 지적재산권 문제, 표준 및 규범에 관한 문제, 서비스 모델, 정보 공유, 공동발

전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광서성(廣西省) 계림(桂林)에서 열린 8

차 연석회의에서는 도서관과 선진문화 건설이라는 주제로 학습형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지식과 학습의 중심, 사회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정보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상의 문화정보자원 수집과 정리 및 전달, 지식관련 서비스가 도서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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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 던지는 도전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최하는 전국 도서관장 연석회의는 각 도서관장들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았다.

(2) 목록편찬공동작업실시

1998년 국가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연합 목록편찬 센터를 발족시킨 후 지금까지 8개의

성급(省級)센터를 설립하 으며,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332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747개 도서관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전국도서관연합 목록편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전국 도서관연합 목록편찬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목록편찬 업무의 조직과 관리, 인터넷

환경에서의 공동 목록편찬 작업의 발전, 성급(省級)센터의 역할 확대, 데이터의 표준과

규범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센터가 작업 완료한 중문도서목록데이터는

약 110만건에 달하고, 협력기관의 자료를 받아 규범화시킨 도서목록데이터도 2만건에

달하며, 또 다운로드 가능한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도 14개에 이르러 도서목록데이터의

공유가일정부분가능해지게되었다.

(3) 해외데이터베이스공동구입

2000년이래국가도서관과대학도서관은공동으로 EBSCO의목차DB와 Elsevier의해외

저널 전문(Full-Text)DB를 구입하 으며, 지금도 전국 공공도서관장 연석회의에서 제기

된 요구에 따라 관련 도서관과 함께 해외 간행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도서관간상호도서대출확대및문헌제공

현재 국가도서관은 전국 526개 문헌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63개 국가 및 지역의 500여

도서관과 상호 도서대출 협약을 맺고 있다. 매년 25,000여건의 도서관간 상호 대출 신청

을받고있으며, 국제도서대출신청도 2,000여건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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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중점문화사업과선진문화건설선도

(1) 전국문화정보공유사업

전국문화정보자원공유사업은문화부와재정부가실시하는국가적인문화사업으로서

첨단과학기술을이용하여문화정보자원을공유할수있는정보네트웍을구축하는일이

다. 다시 말해 정보네트웍을 통해 디지털화된 각종 문화정보자원을 사회에 제공하는 사

업인 것이다.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도서관은 전국 문화정보자원 공유 사업을 책임

지는센터가되었다. 이사업은 2002년 4월 22일에시작되었고, 성급(省級) 공공도서관의

절반이상이 이 사업에 동참하 다. 이 사업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원 등이 보유

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양질의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중의 하나는 100만 권에 달하는 문헌과 4분

야 1,000여개의우수작품을인터넷에올리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 4분야 1,000여개의

우수 작품이란 1,000개의 우수한 지방 연극, 1,000개의 우수한 음악작품, 1,000개의 우수

한 미술작품, 그리고 1,000개의 귀중한 문물을 일컫는다. 우리 센터는 500GB의 자료를

준비했고, 성급(省級)센터도 200GB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자료는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

이다. 또한이들자료는중국음악, 무용, 희곡, 연극, 화, 미술, 촬 , 잡기등우수한문

화예술 자원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인터넷, CD, 위성 등 다양한 루트를 통

해제공되며, 21개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635개망을커버하고있다.

(2) 중화선본(善本) 재출판사업

재정부와문화부가공동주관하고, 국가도서관이추진하는국가중점문화사업중의하

나로 2002년에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사업은 선본고서(善本古書)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제본 및 출판을 함으로써 학술계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손가정(孫家正) 문화부장관과 항회성(項懷誠) 재정부장관이 계획지도위원회(規劃指

導委員會) 주임을 맡았고, 임계유(任繼愈), 이선림(李羨林), 계공(啓功), 주가진(朱家縉)

등 유명한 전문가와 학자들이 편찬출판위원회(編纂出版委員會)위원을 맡았다.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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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唐)대에서 청(淸)대까지「당송편(唐宋編)」, 「금원편(金元編)」, 「명대편(明代編)」,

「청대편(淸代編)」, 「소수민족문자문헌편(少數民族文字文獻編)」이렇게 5개의 편(編)으

로 나뉘어 진행되며, 경(經), 사(史), 자(子), 집(集), 총(叢)의 순서로 배열된다. 송원 이전

시기의 판본 만해도 750여종에 이르며, 중화 문화서적의 정수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판본 선정에 있어서 송원 이전시기 작품에 대한 선정 요건을 완화하 고, 명청시대 작

품에 대한 선정 요건은 까다롭게 하 다. 또한 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책에 대해서는 작

품의 개요, 작가의 생애, 판본의 출처, 그리고 작품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

개하 다.

(3) 농촌지역에책보내주기사업

「농업과 농촌발전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 건의」와「문화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에

대한 국무원 판공실의 서민문화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통지」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실

천하고, 빈곤지역과 중서부지역의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빈곤지역 현(縣)도서

관, 향진(鄕鎭)도서관의고질적인문제인장서부족, 도서구입경비부족등의문제를해결

하기위해서, 그리고지식과정보에대한대중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서문화부와재정

부는 빈곤지역에 책 보내주기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00여 개 빈곤퇴치

중점현과 3000여개향진에농촌실용도서 390만권을증정하기로하 다.

정치이론, 사상철학, 시장경제, 법률지식, 과학상식, 농업기술, 실용기술, 의료보건, 생활

백과, 문학 예술, 역사, 스포츠, 오락 등 전문가가 선정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일괄 구

매, 일괄 포장하여 직접 배송한다. 배송 되는 서적에는 문화부, 재정부 주관 농촌지역 책

보내기사업이라고표기된표지가쓰인다.

6. 강좌와전시회를통한지식전달자로서의도서관역할강화

국가도서관은풍부한사회자원을활용하고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도서관의역할을확

대하는데힘써왔다. 최근몇년동안북경지역의풍부한전문인재를이용하여다양한형

식의강좌를열었고, 각종도서전시회를개최하 다.

132 제7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주제발표



(1) 각급지도자를대상으로한역사문화강좌

중앙국가기관공위(中央國家機關工委)와 문화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

가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 지도자들이 중국과 세계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고, 인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를

통해 사회발전의 규칙을 터득하고, 역사를 거울삼아 집정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좌는 이틀 연휴 기간 동안 매달 한 차례 열린다.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강좌프로그램은 지난 10월까지 25차례 열렸으며, 강좌에 참석한 지도자는 2,500

명을 넘었다. 역사, 중국문화, 민족종교, 문학, 시사 및 정치, 사회학, 경제학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강사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적 명망이 높고,

학식이 풍부한데다 깊이 있는 내용을 쉽고 명백하게 설명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강좌

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다. 고위급 지도자가 중시하고 있는 이 강좌는 사회적인 반향도

매우 커서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고, 일부 성급(省級) 지도자들도 강좌경험

을 배우기 위해 문의를 해 오기도 한다. 고위급 지도자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런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제고시키고, 역사및문화에대한지식을넓히는데도움이됨은물론이고사회교

육기관으로서의국가도서관의역할을확대하는일이라고하겠다.

(2) 기타강좌

「문학강좌」, 「중국고전과 문화」, 「돈황과 실크로드 문화」, 「중국문화와 풍습」, 「과학상

식」등의 강좌가 있으며, 이들 강좌는 중화문명을 계승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선진문화

를널리보급하자는데그취지를두고있다.

강사진은 과학원과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여러분야를다루지만주로학문을뛰어넘어지식을교류하고세상을보는시야를넓

히는데중점을두고있다. 지금까지모두 400여강좌가실시되었으며 7만여명이강좌를

들었다. 국가도서관에서강좌를듣는일이사람들사이의이슈가될정도로인기가있으

며, 도서관강좌는사회와대중에대한서비스의대명사로자리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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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회

국가도서관에는 본관과 분관에 모두 소장 문헌을 전시하는 전시실을 두고 있다. 1987

년이후「중국고대서적사(中國古代書籍史)」, 「주은래문헌전시회」, 「백년갑골-갑골문발

견 100주년기념 전시회」, 「종이위의 보석, 판화진주(版畵珍珠)-국가도서관장서 전시회」,

「비적(秘籍), 다시 빛을 보다」, 「백년 돈황-돈황 장경동(藏經洞)발견 100주년기념 전시

회」, 「명청시대희곡판화전시회」, 「 락대전(永樂大典) 600년전시회」, 「책을만드는

혼의손-고서복원전시회」등약 20개전시가국가도서관선본(善本)전시관에서열렸다.

최근 장서전시를 통해 중국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시회를 가졌다. 일본에서「중국고대판화전」, 「서상기(西廂記)전」, 「중국의

해 전시회」등을 열었고, 노르웨이국립도서관, 오스트레일리아국립도서관, 그리고 헝가

리국립도서관에서 각각「중국 고대서적사 전시회」, 「인간진보(人間珍寶)전」, 그리고「중

국고대판각인쇄물전시회」를가졌다. 특히 2000년미국뉴욕과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

「문명의 족적 중국국가도서관 희귀 선본(善本) 전시회」는 수 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할

정도로매우큰관심을끌었다.

7. 이용보다는소장을, 개방보다는폐쇄를중시했던기존의
관념을버리고더많은독자를확보

최근 국가도서관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이용보다 소장을 더 중시했던 관습을 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헌정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으며 1998년 드디

어일련의조치들을단행했다.

첫째, 도서관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입관 및 입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 대상

을확대하 다. 최근도서관이용대상을대학교 3학년이상에서대학교 1학년이상으로

낮추었고, 1998년에는다시 18세이상성인으로그대상을확대하 다. 그 밖에법정공

휴일에는중고등학생및어른을동반한어린이들도이용할수있도록하 다.

이 조치를 실시한 이후 현재 1일 도서관 이용자수는 10,000명을 넘어섰으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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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을 넘은 적도 있었다.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 수는 1998년

의 3.63배인 497만 명(도서관 견학, 학술 심포지엄 및 강좌 참석자 제외)을 기록하 고,

이용도서수는 1998년의 3.73배인 2,840권에달한다.

둘째, 열람실 개방 시간을 연장하 다.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도서관은 법정공휴일과 매주 하루 휴관하던 기존의 제도를 없애고, 매년 도서관 시

스템을 점검하는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363일은 개관하고 있다. 현재 열람실 최장 개방

시간은 1주일에 76시간이다.

셋째, 서가(書架) 면적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간행물을 찾을 수 있도

록하 다. 1996년 100만권이안되던서가의대출도서가현재 180만권으로늘어났다.

넷째, 독서장려운동을 실시하 다. 국가도서관은 매년 1차례 실시하고 있는 전국 도서

관홍보주간관련활동외에 1999년부터매년 12월 22일이속하는그주(周)를국가도서

관 독서주간으로 정하고 독서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독서장

려를위한행사를가지고있다.

21세기, 공동 번 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협력을

통한 발전이 도서관 사업 발전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을강화하기위한여러가지실험적시도를해왔고또일련의성과를거두긴했지만

다른 선진국 국가도서관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국가의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중점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는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앉은 이 자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양국 국가도서관간의 이러

한상호협력이양국도서관의역할및기능강화와도서관사업의발전에큰도움이되

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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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의수집, 관리및서비스

守眞(중국국가도서관간행물부주임)

작년 한 해는 중국국가도서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 다. 도서관 업무 관리 시스

템을 Aleph500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교체하 고, 수집, 편집, 열람 및 소장 업무의 새 프

로세스에 맞게 기구 구조조정을 실시하 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도서관이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음향, 상제품관리조례>의규정에따라음향, 상관련증정본

을소장하고있으며, 온라인정보수집을위해온라인정보자원연구팀을구성하여전자출

판물의선정, 수서, 관리및보존에필요한기술적문제와법률적문제를연구하고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 국가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

비스제공현황에관해설명하겠다.

1. 온라인정보의정의, 분류및특징

(1) 정의 (근거 : 국가도서관선정조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 전달, 보관되는 각종 문헌정보자료로서 전자문서라고도

한다.

(2) 분류

①데이터포맷(format)에 따라 워드파일(doc, pdf, txt), 도표, 이미지, 음성, 상,

멀티미디어데이터등으로나뉜다.

136 제7차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주제발표

주 제 발 표



②표현방식(expression)에 따라 문자, 이미지, 음성, 동 상, 멀티미디어 등으로

나뉜다.

③전달매체의 형태(manifestation)에 따라 전자출판물(인터넷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전자도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과 각종 온라인정보(E-mail, BBS,

Forum)로나뉜다.

(3) 특징

①정보량이방대하고전달범위가광범위하다.

②정보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 매일 700만개의 웹정보가 새로 생겨나고 있

다. 전문가들은 웹사이트와 웹페이지의 내용이매년 2배수로 증가할것이라고 내다

보고있다.

③수명이짧다. 온라인정보는매우빠른속도로소실되며웹페이지의평균수명도 44

일밖에되지않는다.

④정보제공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보의 출처가 다양하고 내용이 방대하나

반드시양질의정보만제공되는것은아니다.

2. 온라인정보자원의수집과관리

국가도서관은 온라인 정보자원은 중화문명의 성과이자 중화디지털문화유산의 일부가

될 것이므로 상응하는 보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온라인 정보는 도서관

의수장업무와서비스의발전에있어매우중요한전략적의미를가진다고믿는다. 그러

므로기존도서자료를수집하는것처럼온라인정보수집해야한다.

온라인 정보의 수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그 양이 매우 방대하다. 현재 국내

웹페이지 수 만해도 157,091,220개에 달한다. 또 정보 제공방식이 기존의 출판방식과 달

라 정부 및 대학 등의 온라인 정보 수집은 비교적 용이하나 기업이나 개인 등 비정부기

관의온라인정보수집은어려움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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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은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재 제정 준비중인 <중국도서관법>은 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이나 인터넷 출판물의 증

정본을 기증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국가도서관은 내용을 수정하여

국가도서관에게 이들 온라인정보의 증정본을 기증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과

온라인정보를 국가도서관이 복사, 편집, 보존하고 대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것을요청하 다. 현재이법률은아직의견수렴중이다.

그밖에 우리는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표준을 연구하고 있다. 2003

년 초, 우리는 온라인 정보자원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험적인 성격의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 환경을 구축하여 관련 연구와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과정 중 우리는 일반 웹페이

지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룬 웹페이지에 대해 서로 다른 수집방법, 즉 온라인정보 수집

및보관실험(WICP : Web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과온라인정보 DB 네

비게이션(ODBN : Online DataBase Navigation)을 사용하 다(그림 참고). 실험을 통해

인터넷정보의수집, 정리, 목록작성, 보관, 서비스제공과정중에드러나는문제점을발

견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정부정보, 학술정보, 그리고 공공정보를 주

요저장대상으로삼았다. 실험과정중 WICP는웹사이트와웹페이지로나누어정보를수

집, 정리, 보관하 으며, 미러저장파일과별도저장파일을만들었다.

국가도서관내에는 아직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없으며, 어, 컴퓨터, 문

헌정보학, 정보학을 전공한 자문위원, 목록편찬자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가 이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또한 실험적인 성격의 시스템이므로 관내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서만

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1) 온라인정보수집및보관실험(WICP)

①미러저장파일

Wget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첫 페이지부터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기존

목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 단위로 저장된다. 온라인정보는 계속 업그레이

드되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주 다운로드 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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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개의정보단위가형성된다. 그런다음 DC와 MARC으로이들정보에대한목록을작

성하면(개별 정보가 아니라 저장된 전체 정보에 대해 목록을 작성) 도서목록 데이터는

NLC-OPAC에저장된다.

o 수집대상 : 정부 사이트 100개, 전자 정기간행물 사이트 100개, 대학교 사이트

100개, 기업 사이트 100개, 기타 사이트(포털 사이트, 매스컴 관련 사이트-신문사, 방

송국등) 100개

o 수집내용 : 정부관련정보, 학술정보, 공공정보(광고제외)

o 수집툴 : Wget 버전: 1.8.2

o Metadata : <국가도서관 온라인정보메타데이터 방안>은현재마련중에있다. 미러

저장파일은 MARC21과 DC를통해저장된내용에대한목록편찬작업을한다.이렇게

편찬된목록데이터는각각 Aleph 시스템과실험시스템에저장되며, 사이트명, 판권

소유자, 발행기관, 개설일자, 분류, 주제, 정보자원의유형, URL 등이기록된다.

o 해결해야할기술적인문제

- 성능문제 : HTML언어에러(error), PDF파일내링크, 확장자명이없는웹사이트, 용

량이큰파일의다운로드

- 장기저장기술 : 컴퓨터기술의발달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업그레이드가이

루어질경우어떻게저장된데이터를그대로보존할수있을것인가?

- 무결성, 동일성 : 저장된데이터의무결성과동일성유지

예) MD5 알고리즘이용.

- 식별체계시스템 : DOI, URN 등신뢰할만한데이터식별시스템필요.

- 저장공간 : 데이터압축및압축풀기, 데이터전송, 방대한데이터의저장기술

②별도저장파일

<국가도서관선정조례> 제15조에서“온라인정보선정에있어국제및국내정치, 경

제,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분야의 중대사건은 별도 선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실험 과정 중 올림픽, 사스, 유인우주선의 성공적 비행 등의 사건을 별도로 수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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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나누어 포털 사이트와 매스컴 관련 사이트를 정하고, 관련 웹페이지를 다운

로드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분류, 색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기록한다. 이 때

HTML 페이지의 원문과 이미지를 복사하여(표 등은 복사할 수 없음)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한다.

ㅇ툴 : 3Ⅰ/ CGRS/ TRS

ㅇ Metadata : 웹페이지 주제, 게재일자, 게재시간, URL, 분류, 주제, 작가, 일련번호, 원

문, 저장된페이지, 적요등

ㅇ기술문제 : 자동분류, 색인, 자동요점기록기술, 자동중복검색기술, 내용기반필

터링기술

(2) 온라인정보DB 네비게이션(Online DataBase Navigation, ODBN)

목록 편찬자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찾아낸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작성, 분류하고,

색인작업을 한 다음 도서목록데이터를 실험시스템에 저장한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간의검색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다.

Metadata : 데이터베이스명, 판권 소유기관, 개설일자, 분류, 주제, 서버주소, 서비스방

식, 유료화여부, 데이터량, 검색방법, 업그레이드횟수등

기술문제 :

①데이터베이스의 발견 : 지금은 검색엔진을 통해 발견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정

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많다.

또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

로제때에반 하지못할수도있다.

②데이터베이스의관리 : 데이터베이스내용변경여부에대해서자주점검해야한다.

③유효성점검 : 서비스기간동안사이트주소변경, 서비스유효성등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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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자원서비스

WICP와 ODBN은실험적인성격의시스템이므로관내근거리통신망(LAN)을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량이 적어서 대외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제부

터 국가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정보 서비스와 전자출판물 서비스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IDP 프로젝트

돈황 문서는 중국 근대 문화사의 4대 발견 중 하나이다. 현재 전세계에 약 5만여개의

돈황문서가중국, 국, 프랑스, 러시아등지에산재해있다. 1994년중국국가도서관은

대 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베를린국립도서관과 함께 국제돈황프로젝트

(Intcrnational Dunhuang Project)를 발족하고 대 도서관에 사무처를 두었다. 이 프로젝

트는돈황과실크로드, 그리고기타유적에서출토된 21세기이전문서와예술품들을연

구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DP는 초기에는 문서 및 예술품들을 복원하고,

목록을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지금은 디지털화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과 대 도서관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돈황 문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공동

으로추진하기로하고수작업으로작성된돈황관련문서목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온

라인을 통해 전세계 학자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 다. 문 사이트는 1998

년에이미개설되었으며, 중문사이트는 2002년 11월 11일에개설되었다.

온라인정기간행물서비스

국가도서관은온라인정기간행물데이터베이스제작업체와의도서구입협약(개별구매

와 공동구매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통해 온라인 정기간행물 사용권을 확보하여 관내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도서관 미러사이트에 올려진 온라인정기간행물을 이용하거

나, 혹은 ID와 PW를 입력한 후 원거리 서버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고있다. 도서관이용자는전자열람실에서온라인정기간행물을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

거나 출력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문 온라인 정기간행물로는 EiVillage, Elsevier

Scicnce, IEEE/IEE, IOP 국돈황물리학회 전자저널, OCLC ECO 전자저널, Springer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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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EBSCO 데이터베이스, Swets Blakwell 등이 있고, 중문으로는『중국기간망(中國期

刊罔)』, 『위보중문과기기간전문고(維普中文科技期刊全文庫)』, 『만방수자기간(萬方數字期

刊)』등이있다.

이상은온라인정보의수집, 관리및서비스제공에관한중국국가도서관의활동및성

과에 관한 소개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이 이 분야에 눈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온라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두 도서관의 더욱

깊이있는업무협조가이루어지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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