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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paper describes an investigation of 9 different search engines. Their features

were characterized based on their functionality and use. The most used features and

unique features were specified. In addition, current trends of search engines were

discus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nefit ordinary search users and search

engine educators as well as search engine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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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픽 브라우저가 출시되고 빠르게 웹이 성장하면서 인터넷 정보와 웹 페이지의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인 환경에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와 웹

페이지를 찾는 것이 큰 관건이 되어왔다. 지난 10년간 검색엔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주는효과적인인터넷정보도구의역할을어느정도주도해왔다고볼수있다. 

검색엔진 개발자들은 검색엔진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색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검색엔진에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

며, 특히 저널 [ONLINE]의 Internet Search Engine Update난에서는 새로운 검색

특징, 개발및내용에대하여소개하고있다.      

초기 인터넷의 사용과 비교할 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무척이나 수월해졌고, 빠른

인터넷 접속으로 웹 검색엔진 이용자 만족도는 증가하 다. 한편, 뉴스 헤드라인, 광고,

특히커다란팝업광고및그래픽이만연한웹검색엔진의변화는이용자만족도를격감

시켰다고 본다. 대부분의 웹 검색엔진들은 초기와 비교할 때 검색 입력창을 작게 만들

고, 도움말 버튼을 없애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추고 있으며, 작은 자크기의 출력

화면 등은 이용자 만족도에 거슬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하면, Altavista 검색엔진의 Prisma 기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관

련된 단어의 리스트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이들 중에서 원하는 단어를 클릭할 수 있도록

편리한검색기능을제공한다(Su 2003b).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웹 정보원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검색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Bernard et al. 2001). 또한 이용자들

은 한 두 검색어만 사용하여 간단하게 검색을 하며, 불리언 연산자 사용은 많이 하지 않

고 정확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Spink et al. 1999). 더 나아가 이용자들은 검색

엔진이 다른 검색시스템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검색엔진들은 공통

적인기능을갖고있으나저마다특징을보유하고있다. 그러므로검색엔진이용자가검

색엔진의 특징과 사용법을 잘 알수록 효과적인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시간과노력을절약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검색엔진 9개를 선정하여 그들의 특징과 사용법을 조사 분석하

고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용자가 적절한 검색엔진을 선택하고 효과적인 검색 결

과를 얻는 것을 돕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9개의 검색엔진은 최근에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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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거나(Su 2003a, 2003b) 개발 후 비교적 안정된 이용자층을 갖고 있는 검색엔

진들이다. 분석한순서는검색엔진의다양한기능과특성을보다잘제시하기위하여연

구자가 임의로 정하고 조사 내용은 검색엔진 평가에 관련된 문헌에서 다루어진 항목을

활용하 다.  

2. 최근동향

웹은인터넷에존재하는일반텍스트형태의문서, 그림, 음성 등각종데이터를 URL

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해 준다. 웹 정보원의 급속한 증가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4년 이후 검색엔진이 웹에 등장하

기 시작하 다. 1995년부터 웹 검색엔진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검색엔진들을 비

교하는연구, 사용법에관련된연구등이수행되었다. 

웹 검색엔진에 관련된 초기와 중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검색엔진의 유형을 대부분

일반검색엔진과 전문검색엔진으로 구별하 으며, 다시 일반검색엔진을 주제별 검색엔

진, 키워드검색엔진, 메타검색엔진으로나누었다(이란주 1999). 주제별검색엔진의대

명사인 Yahoo가 디렉토리 서비스로 시작하 으며 Altavista가 키워드 검색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 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검색엔진이 디렉토리 서비스와 키워드 검색을 함

께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구별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키워드 검색엔진으로 시작

한 Excite는 지능형 메타검색엔진과 같이 한번의 검색으로 Google, Yahoo, Ask

Jeeves 등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메타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하 다. HotBot

은 프론트엔드형 메타검색엔진과 같이 초기화면에서 HotBot, Google, Ask Jeeves 검

색을 제공한다. 이와같이 검색엔진이 개발된 이후 검색엔진들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웹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검색 기능

과기술에서많은변화를보여왔다.

Altavista의 초기화면(첫 화면/메인 화면)은 깨끗하고 간결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

시하며, HotBot과 Google도 Altavista와 유사하게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

다. Altavista는 디렉토리서비스를제공하지만초기화면상단에메뉴만제시하며, 사용

자가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16개의 대항목과 그 다음 세부 항목이 제시된다. 이제는 대

부분의 검색엔진이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Yahoo와 같이 초기화면에 전

체 디렉토리 항목을 제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제시하거나(네이버), 단지 메뉴로만



6 웹검색엔진특징분석에관한연구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Excite, Infoseek, 네이버, 한미르, 엠파스 등은 여전히

초기화면에서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시하는포탈사이트역할을하고있다.

Altavista는 초기화면에서 단순검색과 고급검색 및 언어검색 메뉴를 제시한다.

HotBot 또한 초기화면에서수월하게단순검색과고급검색모두접근할수있으며언어

옵션도 제공한다. Lycos도 초기화면에서 고급검색을 지원한다. 그러나 Excite, 네이버,

한미르 등은 초기화면에서 고급검색 메뉴를 볼 수 없으며 단순검색을 한 후 출력화면에

서고급검색기능에접근할수있다. 

최근 들어서 도움말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화면에서 간략검색

을 하면, 그 다음 화면에 도움말 버튼이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아주 작은 자 크기로

화면의하단에있기도한다. 그런가운데 Altavista와 네이버의도움말기능과엠파스의

검색센터에서제공하는도움말기능은여전히효과적인검색결과를얻기에유익한정보

를 제공한다. Infoseek는 멤버쉽을 위해서는 도움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을 위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Infoseek는 무료서비스 외에도 유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 Northern Light는 경 분야 정보원을제공하는유료웹검색엔진으로새단장

을하 다(Notess 2004). 이러한상업용검색엔진의등장은상용데이터베이스의인터

넷서비스의대안으로볼수있다. 

대부분의 검색엔진들은 검색 결과에서 출력 자료수와 표준화된 요소로서 제목, 초록,

URL을 제시한다. Infoseek에서는 파일 크기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검색엔진에서는

관련도퍼센트, 파일크기, 날짜는더이상제공하지않는다. 하지만검색환경설정기능

을제공하여이용자가조정할수있는옵션을제공하기도한다. 

Excite, Lycos, Infoseek에서 제공하던“More Like This”, “More Results from

This Site”, “Find Related Pages”와 같은 유사자료에 대한 링크를 출력화면에 더 이

상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Altavista, Google, 네이버, 한미르, 엠파스에서는 여전히

유사자료에링크를제공한다. Google과 Infoseek는 출력화면에 Cached를 제시하여없

어진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데, 네이버, 한미르, 엠파스도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제공한다. Lycos, Google, Hotbot 모두“Search Within Result”를 허용하고 수월

하게접근할수있는상세한검색지침을제공한다. 네이버와엠파스도재검색기능을지

원하고있다.

Altavista와 Excite의 출력화면에서는입력한검색어에관련된세부주제어들을제시

하는 Refine Your Research 기능을 제공하여질높은검색으로유도한다. 한미르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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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에서는단지검색어와관련된추천검색어를제공한다. 

현재 Altavista, Lycos, 네이버 등은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고급검색을 제

공한다. 그러나 Excite, Infoseek, HotBot 등에서는 불리언 연산자를 실제로 입력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고급검색을 할 수 있는 입력상자를 제공한다. Excite에서는 +와 - 기

호와불리언연산자를합한짧고간단한지침만을제공한다.  

웹 검색엔진 사용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실험자들은 웹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

원이 있는지, 왜 여러 번의 반복된 탐색을 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키워드가 효과적인

지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며, 검색방법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Schwartz 1998). 여전히 이용자들은단순하고수월하게검색엔진을사용하여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용자들은 검색엔진 초기화면 입력창에 한 두개의 검색어를 입력

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들은 가능한 이용자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검색에서 이용자에게 도움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간

결한 출력 제시가 이용자 만족도를 저하 시킬 수 있는지, 검색 기법과 기술의 변화가 이

용자평가에어떤 향을미치는지등다양한측면에서연구할필요가있다.

3. 검색엔진별특징

검색엔진별 특징과 기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선행연구에 사용되거나 비교적 안

정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검색엔진들로 국외 검색엔진으로는 Altavista, Exite,

Infoseek, Lycos, Google, HotBot을 선정하 으며, 국내 검색엔진의 경우는 네이버,

한미르, 엠파스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웹 검색엔진을 선정하 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시스템에서 제시한 사용법을 참고하 다. 웹 검색

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우선 시스템이 지원하는 사실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그림을 함

께 제시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으므로 가능한 검색엔진의 여러 화면을 제시하 다

(Colaric 2003). 본 연구의 목적이 각 검색엔진의 성능 평가라기보다는 웹 검색엔진의

특징과 기능을 조사하는데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조사하 다. 즉 검색방법으

로 간략검색(기본검색, 단순검색)에서부터, 불리언 연산자 및 인접연산자 사용여부, 구

문검색, 절단검색, 제목필드 검색, 날짜필드 검색, 미디어 검색, 대소문자 구별, 모든 단

어검색, 출력옵션, 그 외의특징에중점을두고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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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ltavista(http://www.altavista.com)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사에서 개발하여 1995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

한검색엔진으로현재실시간으로계속새로운정보및변경된자료의수정등이이루어

지고 있다. 문서의 제목과 간략한 소개의 정도를 넘어서 문서 전체의 내용을 색인하

고 뛰어난 검색속도와 정확성, 광범위한 검색 범주, 다양한 검색방법 등을 지원해 가장

뛰어난검색엔진으로평가받고있다. 

Altavista의 주제별 검색(디렉토리 검색)은 주제구분을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통합함으로써이용자들이구체적인검색을수행하고가장적절하고유용한정보에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색엔진으로는 최초의 다국어 검색 기능과 기술을 지원하

여 한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에 단어, 어구 또는 전체 웹사이

트를 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및러시아어로상호번

역할 수 있는 웹 최초의 인터넷 기계 번역 서비스인 Babel Fish를 제공하고 있어 언어

장벽을넘어서는특징을갖고있다. 

Altavista 초기화면은 간결하며, 간략검색 입력창을 비롯하여 고급검색(Advanced

search). 검색조건 설정(Settings), 번역(Translate), 도움말(Help) 기능들이 첫 페이

지에나타나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고있다[그림 1]. 

[그림 1] Altavista 초기화면

번역

도움말

고급
검색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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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검색은 검색엔진의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며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를 입력창

에 입력하면 결과를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구문검색도 가능하며 문법에 맞지 않아도 검

색이 가능하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단어사이를 띄우고 따옴표 표시를 하는 것이 안

전하다.

고급검색혹은상세검색(Advanced Search)은 좀 더 정확하고체계적인정보를검색

하기위해단어나구를여러개쓸때 AND(&), OR(|), NOT(!), NEAR(-) 연산자를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접연산자 검색(Proximity Search)은

NEAR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가 winter와

sports라면, winter NEAR sports로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서가 winter와 sports

가 이어진형태로출력된다. 출력결과를살펴보면, 두 단어사이에 10자를넘지않은단

어를포함하고있는문서들이출력된다.

절단어 검색(Truncation Search)은 어떤 문자열을 포함한 단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하며, Altavista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단어의

끝에만 쓰고 최소한 3 자 이후에 써야만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cl*는 검색되지

않지만 cla*는 검색 가능하다. 따라서 cla*를 검색했을 때 classmate나 classical 등이

검색된다. 

제목필드 검색(Title Field Search)은 웹 페이지의 title에서 보다 상세한 검색결과를

지원한다. 예를들면, 찾고자하는웹페이지중제목내에 bird라는단어가포함된자료

를찾고자한다면 title:bird로 입력을하면된다.

날짜필드 검색(Date Field Search)은 고급검색 시 검색기간을 입력함으로써 한정된

기간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즉 고급검색 시 날짜에서 타임프레임 기준이나 날짜 범

위기준을사용하여한정된기간의자료를검색한다.

언어검색(Language Search)은 초기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언어선택 메뉴를

활용해서 특정 언어로만 쓰여 있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모든 언어검색을 포함하여

26개언어를지원한다.

미디어검색(Media Search)은 검색창 바로 위에 검색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탭

이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 탭은 메인검색을 위한 탭이고 그 다음은 이미지, MP3/오디

오, 비디오, 디렉토리를검색하기위한탭들로구성되어있다.

디렉토리 검색(Directory Service)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명확치 않을 때, 가장 유용

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디렉토리는 Arts에서 World까지 16개의 대 항목 분류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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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의분류체계로구성되어있다. 

출력 옵션(Output Option)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정보의 검색

결과 검색창에는 10개의 자료가 출력되도록 기본값으로 정해 놓았으나, 고급검색 페이

지에서검색결과수조절이가능하다. 파일유형이나위치에따른출력도가능하다. 

Altavista는고급검색을통해서불리언연산자는물론검색하는시각과날짜, 대상등의

설정이 가능하고 세팅(Settings)을 통해서 URL, 웹 페이지 크기, 페이지 언어, 번역, 관

련페이지 등을 표시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다. 한 페이지를 번역하면 그 페이지에서

링크되어있는모든페이지를자동으로번역한다. 출력화면을살펴보면화면오른쪽에나

타나는Refine Your Search기능을이용하여좀더구체화된검색을할수있다.

가령 청소년 흡연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한다면, 우선 juvenile smoking과

antismoking을 검색어로 검색을 한다. 그 다음 Altavista가 제시하는 Refine Your

Search의 단어 리스트에서 teen smoking을 클릭하여 처음 juvenile smoking과

antismoking으로 검색을 했을 때보다 청소년흡연과 접한 검색 결과들이 출력된다.

또한 Altavista는 유사한 자료 제공 기능도 있다[그림 2]. 더욱이 Altavista의 번역기

능으로 한 을 어 단어로 또한 어로 된 웹 페이지들의 결과를 한 로 번역할 수 있

어방대한자료를쉽게모국어로읽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림 3].

[그림 2] Altavista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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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tavista의번역기능

3.2 Excite(www.excite.com)

Excite 검색엔진은 1993년 9월 스탠포드대학원생 6명이새로운검색엔진개발에목

표를 두고 Architext Software Co.를 설립하여 시작되었다. Excite 초기화면은

Altavista와 달리 각종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려한 화면을 제공한다. 초기화면의 상단에

는 Excite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메뉴가 나열되어 있다. 메뉴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화면하단으로이어진다[그림 4]. 

한 을
어로

번역

어문서를
한 로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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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cite 초기화면

Excite도 Altavista와 유사하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출력화면 왼쪽에 관련 단어 리스

트를 제공(Refine Your Search)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검색으로 유도한다. 출력결과는

디폴트(기본값)로적합한자료(View By Relevance) 옵션으로제공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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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cite 출력화면

Excite는 좀 더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타검색(Excite Meta Search)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이트 검색(Google, Yahoo, Ask Jeeves 등)도 동시에 탐색에 포

함한다[그림 6]. 따라서 고급검색에서 제공하는 출력 옵션에서도 1) 검색엔진별 출력

(View By Search Engine)과 2) 적합성에 의한 출력(View By Relevance) 두 가지

형태로지원한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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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cite의검색엔진별출력(메타서비스)

[그림 7] Excite 출력옵션

검색엔진별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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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언 연산자와 괄호 사용에서 Altavista와 같은 불리안 연산과 괄호를 이용한 우선

순위를 지원하므로 고급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개념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검색결과가‘%’를 통해 제시되고, 사이트 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 손쉽게

원하는정보의위치파악이가능하다. 불리언연산자인 AND, OR, AND NOT 등을지

원한다. 또한 좀 더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AND는 +로, AND NOT은 -기호로 대

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해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Excite의 특징인 개념검색은 동작하지 않는다. 각 연산자는 Altavista의 연산자

사용법과 동일하다. 다만 인접연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 공백문

자는 개념검색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 ‘animal AND NOT dogs’이라는 검색식은

‘dogs’를 제외한‘animal’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하라는 의미다. 이때 연산

자는반드시대문자로사용해야하며‘+’혹은‘-’를사용할때에는해당기호뒤에공

백을두지말아야한다.

Excite에서도구문검색을할수있으며, 인접연산자NEAR을사용하여검색할수있다.

절단 기호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tel*로 검색을 하면, teleport, teller이라는

문자가 출력된다. 제목필드 검색으로 입력창에 title:music이라고 입력하면, music이

라는 단어가 제목에 나오는 문서를 출력함으로 보다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찾을 수 있

다. 언어검색으로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일어, 어가 가능하다. 미디어 검색으로 이

미지, MP3를 포함한 오디오파일과 비디오파일 검색이 가능하다. 디렉토리 검색으로는

18개 항목으로나누어져있으며사용하고자하는정보가명확하지않을때유용한방법

이다. 출력옵션으로검색결과수를조절할수있다.

Excite는 개념검색을 지원하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고자 할 때 환경오

염이라는 단어 외에도 해양오염, 환경공해, 산림파괴 등에 관한 자료까지 출력한다. 이

러한 개념검색은 검색엔진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종 인터넷 문서들을 통해

배워나가므로 가능하며, 원하는 주제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이 아닌 유사한 뜻을

가진정보를검색하고자할때도유용하다.

3.3 Infoseek(www.infoseek.com)

미국의 인포시크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색 서비스 사이트이다. 일반적인 웹사이트 내용

이외에도 뉴스그룹 기사나 기업체 소개, 전자우편 주소록, 증권정보공개프로그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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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양한검색을지원한다. 어와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는물론, 에스

파냐어와포르투갈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스웨덴어등의언어를제공하고있다. 

Infoseek는 Steve Kirsch for Infoseek Corporation사가 개발한 상업용 검색엔진

Infoseek Guide와 Infoseek Professional로 전자는 무료이고 후자는 유료이다.

Inforseek Professional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인터넷 서비스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광범위한검색과검색속도또한빨라서많은이용자층을확보하고있다. 

특히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많으므로 다분히 검색엔진만을 사

용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Infoseek의 초기화면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그림 8]:

1 : 뉴스 그룹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제공한다.

2 : ESPN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제공한다.

3 : 인기검색어 10개를 제시한다.

4 : 회원가입 후에 Go.com의 E-mail을 사용할 수 있다.

5 : 지역번호(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날씨를 알 수 있다.

6 : 주식정보를 제공한다.

7 : 주소, 지역번호, 도시명을 통해서 지역의 지도를 볼 수 있다.

8 : 인명(White Pages), 회사명(Yellow Pages)을 통해서 주소와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9 : 지역번호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상 되는 화의 티켓정보나 시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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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foseek 초기화면

Infoseek에서는 출력 자료수와함께한페이지에 10개씩 검색결과를보여주며, 검색

결과는 Sponsered link와 Web result로 나누어출력한다. 각 사이트에대한정보와함

께 검색확률과 파일 크기가 표시되며, Cached를 통해서 검색된 자료에 더 이상 링크가

되지않을경우에도저장된자료를볼수있다[그림 9].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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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nfoseek 출력화면

고급검색(Advanced Search)을 제공하지만 불리언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4가지 옵션으로 1) 입력 상자에 입력한 모든 단어를 포함한 검색, 2) 정확한 구 검색,

3) 적어도 하나의 단어를 제외하는 검색, 4) 모든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을 제공한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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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foseek 고급검색

Infoseek는 사람찾기, 날씨, 주식, 지도 등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별 검색이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절단검색 또한

지원되지않는다. 

3.4 Lycos(http://www.lycos.com)

1994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Lycos는 Altavista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최고의 키

워드형 검색엔진으로 많은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카네기멜론 대학의 Dr.

Michael L. Mauldin이 개발한후, CMG 라는벤처회사가인수하여 Lycos라는자회사

를설립하여운 하고있다.

Lycos라는 명칭은‘Wolf Spider’라는 뜻의 Lycosidae라는 거미의 이름에서 따온 것

으로, Lycosidae는 거미줄에서먹이를기다리는것보다먹이를추적하여사냥하는거미

로서 큰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달리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Lycos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입력한 검색어에 관련된 세부적인 용어가 NARROW

YOUR SEARCH를 통해서 제시된다. 검색결과는 Sponsored search links와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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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두 종류로 나뉘어져 출력된다. 같은 화면 하단에는 재검색을 할 수 있도록

Search within these results 입력창이 제공된다. 출력화면에 인쇄된 자체는 비교적

큰크기로제공하고있어결과가한눈에잘들어온다[그림 11].

[그림 11] Lycos 출력화면

Lycos의 고급검색(Advanced search)은 검색어가제목과본문등에나타나는문서를

검색한다[그림 12]. 풀다운메뉴를통해서한 을포함하여 40개 이상의언어에제한을

두고검색을할수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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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ycos 고급검색의필드검색

[그림 13] Lycos 언어검색

풀다운메뉴를통해서제목안에있는
단어검색등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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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s에는 이미웹페이지가없어진후에도검색엔진에저장되어있는결과물들을제

공하는 미리 보기와 같은 기능이 없어 주소는 있지만 링크가 되지 않는 자료가 종종 검

색되는단점이있다.

3.5 Google(http://www.google.com)

Google은 Altavista와 유사하게 간결한 초기화면을 갖고 있다[그림 14]. 초기화면의

상단에있는메뉴에서메인검색, 이미지검색, 구룹검색, 디렉토리검색, 뉴스검색을선택

할 수 있다. 고급검색 기능도 초기화면에 제시되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14] Google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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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크기도 다른 검색엔진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특징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5]. 고급검색 메뉴에서는 언어제한검색을 비

롯하여, 날짜검색과 필드검색을제공하며, 도메인검색을 통해서포함하거나제외하고자

하는웹사이트를정해서검색할수있다. HTML, Microsoft Office, PDF, PostScript,

WordPerfect, Lotus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파일검색을 지원한다.

출력화면을 통해서 유사자료(Similar Pages)를 제공하고, 검색한 자료에 링크가 되지

않더라도그웹페이지를보여주는기능(Cached)도 지원한다. 검색후재검색(Search

within results)도 가능하다. 

[그림 15] Google 특징소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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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HotBot(http://www.hotbot.com)

HotBot의 초기화면은 Altavista와 Google과 유사하게 간결하여 사이트를 바로 화면

에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HotBot은 프론트엔드형 메타검색 기능을 지원한

다. 즉 검색어를 입력창에 입력한 후 입력창 바로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검색엔진

(HotBot, Google, Ask Jeeves)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번거롭게 다른 사이트

로이동할필요없이검색을할수있다[그림 16].

[그림 16] HotBot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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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Bot은 고급검색에서 언어검색(Language), 도메인검색(Domain/Site), 지역검

색(Region), 포함하는 단어검색과 필드검색(Word Filter), 다양한 파일검색(Page

Content)을 지원한다. 날짜검색(Date)에서는 Google 보다 더 상세하게날짜를제한하

여검색할수있다[그림 17].  

[그림 17] HotBot 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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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네이버(http://www.naver.com)

네이버는 1997년 11월, 웹 라이더와 유니파인더의 발전적 해체와 ZIP의 데이터베

이스가추가되면서탄생한검색엔진이다. 삼성SDS의사내벤처팀이네이버포트를운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검색옵션, 해외 검색엔진을 활용한 메타검색, 국내 신문기사에 실

린 정보를 찾아보는 신문검색 등을 지원한다. 키워드 검색 및 건강, 교육, 사회과학 등

14개 분류목록을 동시에 제공하여 디렉토리 검색도 제공하며, 웹페이지의 본문을 대상

으로 한 전문검색(Full-text)을 제공한다. 국내 신문기사를 뉴스네이버를 통해 보여주

고이미지(그림파일)와사운드파일등멀티미디어검색을제공한다. 

네이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지식인 서비스로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웹 상에서 아는 지식들을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형태로 운 되고 있다. 단어에

대해검색할경우에그결과가분야별로보기쉽게나오며학술정보등의전문적인지

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최신뉴스에서는 기사와 이미지뿐 아니라 동 상으로도 정

보를 제공한다. 그 외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점이다. 다른 사

이트와는달리토토캘러리, 포토앨범, 이미지앨범등으로세분화되어큰이미지부터놓

치기 쉬운 작은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이미지를 찾기에는 적절한 검색엔

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검색어가 도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도서의 이미

지와그밖의정보가알기쉽게나온다.  

네이버는 타 사이트보다 검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초기화면[그림 18]에서는 보

이지않으나, 검색어를입력하고검색버튼을클릭해보면좀더구체적으로검색을할수

있는 검색센터라는 창이 뜬다. 그 외에 도움말과 고급검색 메뉴가 나타난다. 네이버는

학술논문 검색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검색엔진이 학술적인 자료검색에는 부적절하다

는 부정적 시각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 있다[그림 19]. 사전검색에서는 중국어 사전

과경제용어사전이있어서사용자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고네이버점프라는프로그램

이주소창오른쪽에설치됨으로써검색이불가능한사이트에접속하고있어도네이버점

프창을통해검색을가능하게하는편의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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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네이버초기화면

[그림 19] 네이버출력화면



28 웹검색엔진특징분석에관한연구

네이버의 고급검색에서 검색어 입력(3가지 옵션)과 검색범위 등을 제공하여 좀 더 효

과적인 검색을 제공한다[그림 20]. 고급검색 화면에서 불리언 검색으로 검색하기를 클

릭하면다양한불리언연산자를사용할수있다[그림 21]. 

[그림 20] 네이버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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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네이버불리언검색

네이버에서는불리언연산자와괄호사용이가능하며, -$, +, !, ,̂ AND, OR, NOT

로 고급검색도 가능하다. AND(&) 연산은 A AND B는 A와 B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검색결과를보여준다. OR(|) 연산이란 A OR B 로서 A 또는 B 어느 한 단어라도포함

하고있는문서를보여준다. NOT(!) 연산은 A NOT B 로서 A의검색결과에서 B를제

외한문서를보여준다. WITHIN(^n)은 인접연산자로서 A WITHIN B 는 A 와 B는 A

와 B 두 단어가서로순서대로인접하여있는문서를보여준다. 괄호안의숫자 n에는 1,

2, 3, 같은 자연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A와 B가 떨어져 있는 자수를 지정해주

는역할을한다[그림 21]. 인접연산자검색은불리언 AND 연산보다좀더정확한검색

을제공한다. 

언어 지원에서 살펴보면, 네이버는 한 및 문 모두 지원한다. 일본 웹 검색도 지원

하고 있는데 일본 웹 검색에서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한 후 한 로 번역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령 토토로로 검색하면 검색어 토토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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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일본어 웹문서를 검색해 준다. 이때 무료번역보기를 클릭하면 한 로 번역된 문

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일본어로 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한 로 일본 이름을 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어로 입력해보면 원하는 정

보를얻을수있다.

네이버의 미디어검색을 살펴보면, MP3, 사우드, 포토앨범 서비스에 포함된 이미지들

과 웹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나 사진들에 대한 이미지(포토)검색이 가능하다. 초

기화면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보면 네이버 포토앨범이 검색된다. 네이버는 타 사이

트와 비교하여 포토앨범이 활성화 되어 있다. 포토앨범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토갤러리는네티즌이직접촬 하고 을첨가하여올린포토갤러리의이미지를검색

할 수 있다. 포토앨범 이미지는 포토앨범에 등록된 이미지의 제목, 파일명, 본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포토앨범에서는 포토앨범에 등록된 앨범의 제목, 등록자, 앨범소개 등

에서 검색하고 포토뉴스를 통해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포토 뉴스의 이미지를 검색한

다. 웹 이미지를 통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검색한다. 이처럼 각각 세분화된 이

미지분류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포토앨범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제공해서 검색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최신뉴스에서는 기사와 이미지뿐 아

니라동 상으로도정보를볼수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의 등장으로 인해 자연어 검색이 더욱 수월해졌다. 네이버의 초기

화면의 좌측 하단에 주제 분류를 제공한다. 찾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

하면 도움이 된다. 출력 옵션을 살펴보면, 출력결과를 한 화면에 10개씩 자동적으로 제

공하나 검색환경설정을 통해 검색결과 페이지 보기나 검색결과 개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네이버는 검색결과에서 검색된 자료마다 유사문서검색 항목이 있어서 관련 자료

들을 다시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가 출력되었을 때 검색된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 재검색을 진행하면 1차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와 새롭게 입력

하는 키워드가 AND 조건으로 검색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급검색을 통해 검색범위를

지정하거나불리언연산자의사용을통해좀더정확한자료를찾을수있다.

3.8 한미르(http://www.hanmir.com)

한국전기통신공사 멀티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전화번호 안내, 정보검색, 커뮤니

티등의부가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이다. 한미르는전화번호검

색과웹검색을동시에지원하는검색엔진으로한국통신고유의전화번호안내서비스는

전국 2,200만 전화 DB로최신의전화번호검색을가능하게하며검색된주소와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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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실시간지도정보를제공한다.

한미르 초기화면에는 간략검색을 위한 입력창과 함께 지도검색과 전화번호검색을 바

로할수있도록입력창을제시하고있다. 간략검색입력창에단어를입력하고검색하면

출력화면에결과내재검색, 도움말메뉴및관련검색어가나타난다[그림 22, 23].

[그림 22] 한미르초기화면

[그림 23] 한미르출력화면

한미르 검색에 대하여 검색 도움말에서 9가지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24].

한미르의일본웹검색은이미한미르를대표하는검색기능으로잘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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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미르검색도움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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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르는 출력 옵션으로 날짜순과 정확도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정확도순으로 정렬

하면 검색방식과 기간선택 옵션이 화면에 출력되며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도 나타난다[그림 25, 26]. 저장된 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웹 상에서 없어진 자료

를 처음 색인할 때 저장한 웹 페이지로 링크해 주며, 비슷한 페이지를 제공하여 유사문

서검색기능을지원한다[그림 27].

[그림 25] 한미르출력화면

[그림 26] 한미르출력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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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한미르출력웹페이지

한미르는 문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인접 연산자를 사용하며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재

검색을 할 수 있다. 9개의 신문사가 제공하는 신문기사 목록 서비스, 동 상 등 멀티미

디어자료검색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한미르에서 불리언 연산자 AND(*)는 예를 들어, 인터넷 AND 통신으로 검색을 하게

될 경우, 인터넷과 통신 두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는 문서가 검색된다. OR(+) 연산은

인터넷 OR 통신으로 검색을 하게 될 경우, 인터넷 혹은 통신이 포함되는 웹 문서가 검

색되거나두단어를모두포함한웹문서가검색된다. NOT(-), AND NOT 연산은인터

넷 NOT 통신으로 검색을 하게 될 경우에 인터넷이 포함된 문서 중 통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않는문서가검색된다.

한미르의 초기화면 우측하단에는 디렉토리 분류표가 자리 잡고 있다. 건강 의학, 생

활 가정, 과학 학문, 뉴스미디어, 지역정보, 취업, 컴퓨터 인터넷 등 크게 12개로 분류

된다.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

을수있다. 

3.9 엠파스(http://www.empas.com)

1999년 11월 (주)지식발전소가 숭실대 이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AidSearch검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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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고자 개발한 인터넷 검색 서

비스이다. 검색 서비스와 디렉토리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인터넷 정보 서비스로 자연어

검색을지원하기때문에단어뿐만아니라문장단위로검색어를입력할수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대화하듯이검색식을구성하여도검색할수있다.

엠파스의 초기화면에서는 검색입력창, 검색센터, 환경설정, 고급검색 등의 메뉴를 제

시하고 있다[그림 28].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나 문장 등 생각나는 대로 검색어를 입력

할 수 있으며 자연어 검색, 고급검색, 업무문서 파일, 압축파일, MP3 파일, 동 상파

일, 이미지파일검색등다양한검색방식을지원한다. 

[그림 28] 엠파스초기화면

엠파스의 초기화면에서 간략검색으로 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출력 화면에서 다

시 재검색, 인접연산 및 고급검색을 할 수 있으며, 추천 검색어도 제시된다[그림 29].

엠파스는 검색 서비스와 디렉토리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

색결과에서검색어로입력했던단어와관련성있는단어를자동추출하여추천검색어로

제시해주고, 이 중검색어로추가할것을선택한다음, 결과내에서재검색을하면검색

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엠파스의 부정어 기능은 검색결과 중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

한결과를제외하는기능이다. 예를 들어“마케팅관련문서를찾으면서인터넷관련자

료는 제외하고 싶다면”검색어로‘마케팅’을 입력하고 부정어로‘인터넷’을 입력하면,

마케팅관련중에서인터넷관련자료는제외하고검색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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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엠파스출력화면

엠파스는 네이버와 유사하게 지식인이라는 검색을 제공하며 검색어 입력 후 출력화면

에 지식 & 전문자료, 카테고리, 사이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뉴스, 도서정보, 자료실,

쇼핑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검색결과가 출력되고 나서 스

크롤바를 내리면 오른쪽의 배너와 함께 꼬마검색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맨 윗부분까지 번거롭게 올라갈 필요가 없이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검색할수있다.

엠파스의고급검색에서는질높은결과를얻을수있도록검색범위, 검색 역, 고급검

색방법등을제공한다[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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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엠파스고급검색

엠파스의고급검색을이용하면, 불리언 연산자를따로칠필요없이검색어입력란아

래쪽에 있는 검색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접연산자도 고급검색을 이용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그림 31]. 대부분 25단어 안에 있는 인접연산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WITHIN은 검색어를 입력한 순서대로 문서 내에 나타나며, 검색어 사이

의 거리가 정수값 n 이내인 문서를 검색한다. 예를 들어 (꽃~10 나비)라고 검색했다

면, 꽃과 나비가 순서대로 있고, 두 단어의 간격이 10단어를 넘지 않는 문서를 검색해

준다. 또한 NEAR는 검색어들이순서에상관없이한문장내에존재하며, 두 단어사이

가 10단어를넘지않는문서를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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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엠파스고급검색의검색범위풀다운메뉴

엠파스는 각종 이미지, 동 상 파일 검색이 가능하고 문서파일과 압축파일까지 검색

이가능하다[그림 32].

[그림 32] 엠파스멀티미디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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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웹검색엔진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생, 교수, 시스템 직원, 웹 담당자들에 의한 연구

혹은 오락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다. 그 후 차별화된 검색엔진들이 급격히 증가하 다.

이제는 다양한 이용자층과 수많은 이용자들이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

터넷활용강의에많은학생들이수강하는것은그만큼높은관심도를반 한다고볼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9개의 국내외 검색엔진을 중심으로 검색방법과 특징을 조사 분석

하여 웹 검색엔진 이용자에게 검색엔진 선정과 효과적인 검색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주

고자하 다. 

검색엔진에 대한 조사 분석은 초기화면의 성격과 초기화면에서 제공되는 메뉴, 출력

화면을 중심으로 검색엔진의 특징과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같다.

Atavista는 현재 간결한 초기화면으로 빠르게 웹에 띄울 수 있으며 단순검색, 고급검

색, 언어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Altavista는 특히 번역기능을

제공하므로모국어로많은정보를접할수있으며, 이용자가입력한검색어와관련된세

부적인단어리스트를제공하여(Prisma 기능) 검색결과의질을높여준다.

Excite는 메타검색을 지원함으로서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 보다 효과

적인 검색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출력옵션에서도 검색엔진별로 출력할 수 있으며 적합

성에의해서도출력이가능하다. Altavista의 Prisma기능과 유사하게출력화면에관련

단어리스트를제공하여(Refine Your Search) 좀 더구체적인검색으로유도한다.     

Infoseek는 상업용 검색엔진 Infoseek Guide와 Infoseek Professional이 있으며 전

자는무료이고후자는유료서비스이다. 인명정보, 날씨, 주식, 지도등생활과관련된다

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출력 자료의 파일 크기를 알려주고 Cached를 통해서 저장

된웹페이지를제공한다.

Lycos는 초기화면에 고급검색 메뉴를 제공하며, 재검색을 할 수 있도록 Search

within these results 입력창이 제공된다. 출력 화면에서 인쇄된 자체는 비교적 큰

크기로나타나결과가한눈에잘들어온다. 

Google은 Altavista와 유사하게 깨끗하고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본검색

과고급검색옵션, 언어도구를갖고있다. Google의 출력화면에서는제목, 초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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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URL, CACHED FILE, 유사자료에 대한 링크와 함께 힛트 숫자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Lycos와 대조적으로 출력 화면에 작은 자 크기를 사용하는

단점이지적된다.

HotBot은 Google과 Altavista와 유사하게 초기화면에서 단순검색과 고급검색 메뉴

를 제공하고 언어 옵션도 제시한다. 출력화면에 큰 자 크기를 사용하며, 제목, 초록,

URL과 함께힛트숫자를도포함한다. Google과 Hotbot 모두 재검색을지원하며, 수월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검색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은 경쟁력이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있다.

네이버는 기존 검색사이트와 차별화된 검색기능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았으며 지식인

이라는콘텐츠를개발하여더욱많은이용자를확보하는사이트가되었다. 이 지식인콘

텐츠는 다른 많은 사이트의 큰 파장을 일으켜 엠파스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하여

네이버의 뒤를 쫓고 있다. 출력옵션으로 네이버는 인기도순이나 유사도순 혹은 등록된

날짜순으로정렬이가능하며, 유사자료제공, 미리보기, 재검색등다양한검색기능을제

공한다. 통합검색이용시지식인(오픈지식, 전문지식), 블로그, 카테고리, 사이트, 뉴스,

웹문서, 이미지순으로한페이지에모두출력한다. 특히 검색엔진을사용하여학술논문

을찾고자할때유용하다.  

한미르는 네이버와 비교할 때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도검색과 전화

번호 검색을 편리하게 제공한다.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명 상호명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지도까지검색이된다. 한미르는일본어검색에도효과적인사이트로알려져있다.

엠파스의 광고에 의하면, 문장으로 찾는 검색엔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즉 이용자

가 원하는 단어나 문장 등 생각나는 대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을 지

원한다. 엠파스와 같이 네이버도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검색식을 구성할 수 있는 자

연어 검색을 지원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사이트로 변모하고자 한다. 엠파스의 출력결과

는네이버와유사하게사전검색, 지식& 전문자료, 블로그, 디렉토리, 웹페이지, 이미지

순서대로제시된다. 

지난 10년간 웹 검색엔진 개발자들은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효과적인 검색에 기여하고자 하 다. Altavista, Google, Hotbot과 같이

간결한 초기화면을 제공하는 엔진들이 있기도 하며, 여전히 Excite, Infoseek, 네이버,

한미르, 엠파스등은다양한부가서비스와함께복잡한메뉴들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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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기능을 제공하는 메뉴가 초기화면에 제시하는 엔진과 단순검색 후에 제시되

는 경우도 있으며, 고급검색에서 불리언 연산 기호를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간단하게

검색어를입력하는형식을보여주기도하며, 풀다운메뉴로바로선택하기도한다. 멀티

미디어자료의활용도가높아짐에따라서 Google과 엠파스에서와같이플래시화일, 동

상, MP3 등 다양한유형의파일검색을지원한다.

도움말 기능은 대체로 작은 버튼으로 변경되거나 검색한 후 다음 화면에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초보이용자는 Altavista, 네이버, 엠파스의 도움말 기능혹은검색센터를활용

한다면질높은검색결과를얻는데도움이된다.

웹 검색엔진은 어느 이용자층 못지않게 대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의 경우는 국외 검색엔진보다는 국내 검색엔진에 많이 의존하며, 선호하는 한 두 개의

검색엔진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한 두 개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결과가 없으면 웹상에

는관련자료가없는것으로받아들인다. 각 검색엔진들은장단점과특징을갖고있으므

로이용자의정보질문에적합한검색엔진을선정하여검색함으로써신속하고정확하며

관련성이 높은 정보원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은 웹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웹 검색엔진 사용 방법을 지도하는 정보전문가 및 검

색엔진개발자에게도도움이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검색엔진 중에서 단지 9개만을 다루었으며, 전문검색엔진과 메타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제외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검색엔진에 대한 조사도 이

루어져야 하며,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의 검색엔

진평가에관련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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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1)

<Abstracts>

While library has provided its collection to its users for their study and research, it

has contributed to a country’s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Because many users,

however, photocopy and loan its collection freely, the library becomes the place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has frequently happened. In this reason, most of

countries recognize library’s copyright exemption but it needs to meet very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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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copyright Act of Korea article 28, which is a

provision of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that library should carry out. Besides, it

states some ideas which improve copyright system as information technology is

changing rapidly.

1. 여는말

도서관은 정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식

과정보의이용, 학술 조사·연구를지원하는시설이다. 특히 근대이후의공공도서관은

지식과정보의평등한제공이라는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 이를통해문화의향상발전

에이바지함을그이상으로삼고있다. 한편저작권은저작물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여

창작 활동을 진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꾀함으로써 그 사회적인 기능

을유지하고있다.

도서관과 저작권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은 수집된 지식과 정보를 그 이용

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저

작권과도서관의특수한관계를인정하여세계각국의저작권법은공공문화시설로서도

서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까다롭

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이 자칫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

게침해하는수준으로발전하지않도록안전장치를마련하고있는실정이다. 

이 은 이러한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에 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살펴보고, 우리나라법규정의주요한내용과그개선방안

을함께살펴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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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환경의변화와도서관

2.1 정보기술발달에따른저작권법의대응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고 녹음기술, 녹화기술, 방송기술 등 정보를

기록하고유통하는기술이발달하면서그 역을함께확장시켜왔다. 그러나최근의디

지털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제도에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몇

번의간단한마우스동작만으로도저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하 고, 이렇게생산된복

제물은 원본과 아무런 질적인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 없이도 이를 자

유롭게유통할수있는환경을만들었다. 이러한복제와배포의용이함은저작권제도에

는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저작권의보호를위하여법률제도적인정비는물론

기술적인 보호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시행되기에 이르 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된

기술 환경을 반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현대화

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 하여 지난 2000년에는 전송의 개

념을 신설하고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전송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전송이란“일반공중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물

의 전송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는 조항

도 함께 포함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와 전송의 전면적인 허용은

국제조약이 인정하는 저작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더 나아가서 사유재산권 침해에까지 해당될 수 있다는 저작자 단체

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디지털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도서관을 제한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한 제한은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법적인 효

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가능한 귀족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평민도서관으로 도서관을 계층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함께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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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서관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도서관 등은 저작물의 사용에 따르는 권리 처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발맞추어현재문화관광부는저작권법의전면개정을추진하고있다.     

2.2 도서관에서의저작권제한의국제법적근거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그 규율

내용을 제한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과 WIPO 저작

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TO/TRIPS(World Trade Organization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각각 가입하고 있다. 지식정보산업의 성장과 더불

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통상압력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조약이 정

하는수준에서의보호를강제받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지식과정보의생산자의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향력 아래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의 범위와 기

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각의 국제협약은 모두 일정한 경우에 한하

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할수있도록인정하고있으며, 이러한범위를벗어난저작권

의 제한은 국제협약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국제적인 통상압력의 대상이 된다. 도서관의

저작권면책도저작권제한의일종으로국제협약이정하는범위안에서규율되어야만통

상압력에서자유로울수있다.   

2.2.1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도서관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9조

2항에“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복제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여야하며,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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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2)는 복제권에 대한 제한의 일

반규정만을 두고 있다. 베른협약이 허용하는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과의충돌여부, 저작자의합법적이익의저해여부, 일정한경우에한정하는여부등이

른바 3단계기준(three step test)을 만족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3)

베른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요건을 만족하는 복제에 대해서만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며, 도서관의복제도이러한요건을갖춘경우에한하여면책을인정받을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2.2.2 WTO/TRIPS

TRIPS협정은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저작

권의개별적인내용에대한제한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베른협약이

복제권에 대한 일반예외 규정만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TRIPS협정은 제13조에

“회원국은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

정하여야 한다.”4)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로서 3단계 기준을 수용하고 있어 베른협약보다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한층강화하고있다.

2) Article 9 (2)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to permit

the reproduction of such works in certain special cases, provided that such reproduction

does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3) “아주많은수의복제물(very large number of copies)이 만들어지면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

충돌하고(제1단계), 많은 수의 복제물 (rather large number of copies)이 제작될 경우는 저작

자의합법적인이익을해친다(제2단계). 다만 보상금을지급한다면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해

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소량의 복제물(small number of copies)

을 제작하는것은적법하다.”;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189쪽

4) Article 13 : Limitation and Exception

Members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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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저작권에대한특례역시WTO/TRIPS가규정하는포괄적인저작권보호에

대한예외로서인정하고있다.

2.2.3 WIPO 저작권조약

WIPO 저작권조약은제10조 1항에서“체약당사자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

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문학·예술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국내법으

로규정할수있다.”5)고 규정하고있으며, 2항에서는“체약당사자는베른협약을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

하거나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

한다.”6)고 규정하고있다.

이 조항은 베른협약이 복제권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만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복제권

뿐만아니라공연권이나공중전달권등저작권으로보호받는모든권리가이른바 3단계

기준을통과하지못한다면, 이들각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가인정되는것이불가능하

도록하고있다. 또한 국내법에서이전부터존재하던제한과예외도 - 그것이 설령베른

협약상관습적으로허용되는것이었다고하더라도 - 국제적인규범에비추어판단할수

있는여지를마련하고있다.

5) Article 10 Limitation and Exception

(1) Contrac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the rights granted to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nder this

Treaty in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es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sea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6) (2) Contracting Parties shall, when applying the Berne Convention,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therein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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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제28조의주요내용

3.1. 면책의의미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하여 인정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

의 원활한 이용을 돕고 있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도 도서관의 문

화적 의의와 공익적인 의미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저작권 제한의 일종이다.

도서관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그 보관된 저작물을 무료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책 인정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

각하게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서관

저작권 면책요건을 상세하고 까다롭게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그면책을인정하여저작권자의권리와공공의이익과의균형을꾀하고있다.      

면책 요건에 해당된다 함은 저작권자에게도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고, 법률상에 특별

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그사용에대한아무런대가를지급하지않고서도저작물을이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면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기에 앞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과같이저작물사용이빈번하고대량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권리자의소재를

파악하고 개별 저작물에 대한 사용 허락을 개별적으로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기때문에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을통해저작물의적법한사용을도모할수있다. 

3.1.1 복제및전송의주체

저작권법 제28조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

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규정하

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7) 제3조에 따르면‘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국립중앙도

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

7) 대통령령제18050호 (일부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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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리를

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에서도서·문서·기록그밖의자료의보존·대

출기타공중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에대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

에 그 보관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중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다수의 도서관이나 자료실 등

에 그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업체와 같은 리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에서 그 사원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료실이나 도서관의 경우

에는면책을인정받을수없다.

지난 2000년 저작권법은 그 시행령을 통하여 전송을 허용하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 등으로 제

한하 으나, 현행법은 공중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든 도서관과 이와 유

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실, 문고, 기록보존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모두그면책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공중에자료를제공하기위한도서관이나

문고등은필요에따라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자료를복제하고전송할수있다.

한편 현행법은 도서관 복제 및 전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그 자구를‘시설에서는’에서

‘시설은’으로 수정하 다. 사실 도서관 복제의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에서는”은 주

격 또는 처소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

진 복제에 대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8)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진 복제 다시 말해서 도서관 소속원의 업무로 이루어진 복제만으로 좁게 해석하려는

견해9가 나뉘어 있었다. 현행법은 그 자구를“시설은”으로 수정함으로써 제28조가 보

장하는 면책의 범위를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복제의 경우로만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

나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이 복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

서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제라고 하더라

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 해석10)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관행이다. 현재 한국복사전송권관

8) 장인숙, 『저작권법원론』개정판 ; 보진재, 1996, 103~104쪽

9) 황적인, “도서관과 저작권”『도서관에서의 저작권대책 워크숍』(2001 서울국제도서전, 대한출판

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01), 2쪽

10) 임원선, 『교사를위한저작권』(우리가알아야할저작권상식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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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급 도서관과의 계약도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인정하

고있는실정이다. 

3.1.2 복제및전송의객체와그허용범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 면책은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관에 소장된 도서만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11)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온 것까지 포함

한다는견해12)가 엇갈린다. 다만 이용자자신이외부에서가져온도서등은면책의범위

에포함되지않음은이견이없다.

저작권법제28조가인정하는면책은크게 3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 요청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다. 이 경우 복제는 조사 및

연구의필요에의한것이어야한다. 조사 및연구의목적을엄격하게해석해서개인적인

취미나 오락용인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13)도 있으나 취미나 오락을 위

한 경우도 폭넓은 의미의 조사·연구에 해당된다고 바라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

나 이용자 복제가 상업적인 목적이나 리를 꾀하는 다른 목적과 결부되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은 복제물이 상업적이고 리적인 목

적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에게 복제물을 제

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용자 요청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복제물

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저작물을 전송하여 디지털형식으로 열람에 제공

하는것은가능하지만그복제물을디지털로제작하여제공할수는없다. 따라서파일형

태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저작물

을복제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할수는없다. 그리고디지털형태로기록된저작물의

아날로그 복제물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여 고시

하는보상금을지불하여야한다. 보상금에관해서는뒤에상술하도록한다. 이용자요청

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는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면책이 인정된다. 도서 등의 일

11) 황적인, 앞의 .

12)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개정판 ; 박 사, 2000, 349쪽

13) 앞의책, 같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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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절반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4)와 저작물의 1/10 이하만 허용하는 입법례15)

도 있으나 그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속간행물이나 논문집에 수록된

기사나 논문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저작물이지만 또한‘도서 등’의 일부

분에 불과하고, 부분적인 복제만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패턴에 부합되지 아니

하고현실적인복제의관행과도일치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경우는해당복제물을‘도

서 등’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면책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폭넓

게해석16)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도서관은보관된도서등을디지털로복제하여관

내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디지털 저작

물에동시에접근할수있는이용자의숫자는그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물리적인자료

의숫자를초과할수는없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이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

을 보존의 필요에 의해서 복제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복제는 물론이고 디지털형태로도

복제할수있다. 또한 저작물의보존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용자에게

제공하는경우와는달리전량을복제할수도있다. 다만 해당저작물이디지털형태로제

작되어판매되고있는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셋째, 다른 도서관등의요구에의하여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이다.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하여 절판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기위하여복제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디지털복제는허

용되지않으며저작물전체에대한복제는허용된다. 또한 다른도서관이용자의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한다. 판매용 도서의경우에는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도서관에서복사

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

태로복제할수없다.  

14) 허희성, 『신축조저작권법개설』, (서울, 저작권아카데미, 2000), 308쪽.

15) 호주저작권법

16) 김태훈“개정저작권법해설”6쪽 (<저작권강연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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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서관면책규정의내용17)

복제및전송의목적 면책이인정되는경우 면책의요건

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 디지털저작물로부터출력하는경우보상금

(디지털복제불가) 지급또는공탁

이용자의요청에의한 보관또는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

경우 열람할수있도록도서 부수이내

등을복제, 전송 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경우에는디지털

형태로복제불가

자체보존을위하여
도서등의복제

디지털복제가능. 단, 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

필요한경우 있는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불가

보존용으로도서등의
디지털복제불가

복제

다른도서관등의요구
판매용도서등은발행일로부터5년경과

열람을위한도서등을 * 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경우에는디지털

복제, 전송 형태로복제불가

* 보상금지급, 공탁

3.2. 도서관디지털도서전송·출력에대한보상금제도

3.2.1. 보상금제도의의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의 행사를 특징으로 한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는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때문에 저

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저작권의일반적인행사방법이다. 저작권은근본적으로저작권자에게부여되는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간혹 저작물에 대한 지나친 독점을 가져와 저작물의 원

활한 유통을 방해하는, 법 목적과는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지나친

17) 송 식, 이상정, 앞의책,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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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가져올수있는폐해를예방하기위하여저작권법에서는일정한경우에한하여저

작권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꾀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비자발적 이용허락(non-voluntary license)이라고 한다.18) 비

자발적 이용허락은 강학상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과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으로나눌수있다.

법정허락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고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하는제도를말한다. 현재우리법에

서는교과서용도서에저작물을수록하는경우와도서관이저작물을전송하거나출력하

는경우가법정허락의개념에해당한다.

강제허락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협의하 으나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

어지지않아더이상저작물을사용할수없을경우에보상금을지급하고저작물을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제작과 공표된 저

작물또는저작인접물의방송의경우가강제허락에해당된다. 강제허락제도는저작권자

와의 사전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전협의가 필요 없는 법정허락

과는구분이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저작권법에서는법정허락과강제

허락을통칭하여법정허락이라고칭하고있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의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보상금만을 지급하거나 공탁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사용 여부를 허락할 권리는

제한되고, 다만 그 사용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된다

는점이법정허락제도의가장커다란특징이라할수있다. 법정허락제도는저작권제한

의 일종으로 그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문화적 가치를 일

반국민이향유할수있도록하는데에그취지가있다.19)

도서관의 디지털 도서 전송과 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과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

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책적인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 서비

18) 임원선, 앞의책. 76쪽

19)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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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활용되는 수많은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

차만으로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을 보다 손쉽게 도

서관 상호간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

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

이의균형을유지하려는시도로파악할수있다.  

3.2.2 보상금지급주체와재원의마련

보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비교적 손쉬운 절차만으로 적법하게 도서관 상호간에 저작물

을전송하고출력하는것이가능해졌다. 그러나도서관의저작물전송과출력에따른보

상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저작권법이 정하

고 있는 전송과 출력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주체는‘도서관’이다. 저작물 전송에 대한

보상금은 저작물의 전송행위를 한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작물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은 저작물의 출력 행위를 한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화관광부

는 2003년도에 도서관보상금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 다. <표 2>는 문화관광부가 저

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의뢰하여작성한이른바‘도서관보상금기준’이다. 보상금기준은

자료를판매용과비매용으로구분하여판매용에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는 1면당

5원, 비매용에 대해서는 1면당 3원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과, 판매용 저작물의 디지털 전

송에대해서는파일당20원의전송에관한보상금을지불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자관의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하거나 다

른 도서관의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할 경우에 모두 전송과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표 2>

의 기준에의하여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실제적으로보상금을누가부담하게될것인

가는굉장히민감한사안이될것으로생각된다. 법적인보상금의지급주체는분명히도

서관이지만, 현실적으로보상금을부담하게될주체를다음세가지의경우로생각해볼

수있다.

첫째, 보상금을 이용자의 저작물 출력 및 전송료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섣부른 시행은 자칫 저

작물 이용의 유료화를 촉진시키고 저작물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켜 저작물의 원

활한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또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

람에게는저작물의이용을원천적으로차단하게되어저작물의공정하고평등한접근을

보장하려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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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단순히 복사요금의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용

자들의반발에직면할가능성을안고있다. 

둘째,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 구입비 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어려운 도서관 형편을 고려한다면 이는 현실

적인대안으로서의설득력과의미가약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재원에서 보상금을 보조해주는 방

법이있을수있다. 서구의몇몇국가의경우에는우리의도서관디지털도서등전송및

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공공대출권이란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공

공대출권은도서관에서의저작물대출이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상당부분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대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대

출권은 상업용 음반에 적용되는 대여권과는 달리 도서관에서의 비 리적이고 공익적인

대출활동에 대한 보상행위로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도입한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디지털저작물의 유통에 있어서의 공공대출권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금에서 부담하도

록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용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보다합리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표 2> 도서관보상금기준 (문화관광부고시 2003-9호) 

구 분
이용형태및보상금기준

출력 전송(전송을위한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적용기간 : 2003년 7월 1일~ 200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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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보상금지급과저작권자단체

도서관 관내 또는 다른 도서관과 서로 저작물을 디지털로 전송하고 이용자에게 출력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

런데 도서관이 개별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한다면 이는 저작물 이용에 앞

서 개별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되어저작물의이용을또다시불가능하게할것이다. 때문에현행법은도서관의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고 디지털도서관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도서관은 보상금을 저작

권자단체에 지급하거나 국가에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3년

10월 15일부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도서관의 디지털도서 전송·출력에 대한 보

상금과관련된저작재산권자단체로지정하 다.20)

따라서 소장자료를디지털화하여자관또는다른도서관에전송하고출력할수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복사 및

전송에 따르는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납부하면 된다. 도서관은 한국복사

전송권관리센터에 보상금과 복제·전송의 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도서관으로부터 걷은 보상금을 저작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실시

를위한홍보와일선도서관의실무적인준비를돕기위하여보상금징수에관한권리행

사를 2004년 6월까지 유보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이후부터는 보상금제도의 본격적

인운용에착수할예정이다.  

3.3 저작권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

저작권법이 정하는 도서관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 도서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첫째는 저작물의불법적인이용을방지할수있는기술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도서

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열람과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

20) 이 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도서관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문화관광

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1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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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복제방지장치와 암호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

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조치를함께취하여야한다.

둘째, 도서관은 저작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저작권교육을 실시하

여저작권침해를예방하여야한다. 

셋째, 컴퓨터나 복제기기 등에 저작권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불법적인 복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과 출력에

대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를설치해야만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자관 또는 다른 도서관간 상호 교환하려는 도서관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방지장치와 암호화장치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저작

물의 디지털 전송과 출력의 내역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야 한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 12월에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를 개발한

바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제공하는학술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고있는도서관은국

립중앙도서관의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복제기기를 자관에 설치하여야만

적법하게국립중앙도서관의디지털저작물을열람·출력할수있다. 

4. 저작권법의개정방향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을 반 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저작권법이 자주 개정되어 왔지만 부

분적인개정만으로디지털환경을총체적으로반 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 현

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2004년 들어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의 추진과정에서는 도서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법적 규율을 주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래는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향후 도서

관서비스와관련된저작권법개정방안이다.  

4.1 복제의주체

현행법은 도서관 면책의 복제 주체와 관련하여 그 자구를‘시설에서는’에서‘시설은’

으로 수정하 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이 복사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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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있는 위탁업체가

행하는 복제에 대해서도 도서관 면책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관행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추진하고있는개별도서관과의보상금에관한약

정도이러한해석에기반하여위탁업체로부터직접보상금을징수하는방향으로논의가

진전되고있다.

그러나 국이나 미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이 인정되는 복제의 주체를 보다 엄

격하게 해석하여 도서관이 고용한 사서나 사서의 보조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리를 목

적으로 하는 외부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외부업자에

게 위탁된 복제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인정할 경우에는 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업체

에 의하여 저작물의 무분별한 복제가 만연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와 사서의 보조자가 업무상 행한 복

제에대해서만그면책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이경우에도도서관이용자에

게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폭넓은 공정사용의 개념을 통하여 복제행위에 대한 자신의

면책을주장할수있는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 

현행 저작권법을 명문 그대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국과 같이 외

부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복제는 도서관 면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비교적 초

기 단계에 있어 그 권리 행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폭넓은 해석이 용인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답보상태

에이르게될때도서관면책에대한부분을전면적으로문제삼아쟁점화할수도있으리

라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도서관 면책은 거의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복제기기를 사용한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면책을 벗어나서 도서관 이용

자가 행한 저작물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는 저작물 이

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방해하여 학

문활동에위축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염려스럽다. 때문에저작물이용자의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면책에

서의 복제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까지 폭

넓게그면책을인정하도록명문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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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중관리단체의활성화와복제및전송의허용범위확대

현행법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불하고 도서

관 관내와 도서관 상호간에 복제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제공되는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

로실제적인의미에서의디지털도서관과는거리가있다. 때문에 실질적인디지털도서관

이 구현되어 물리적인 도서관이 아닌 어떠한 곳에서도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

록하기위해서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활동을보다강화하고확대하여권리처리를보

다 손쉽게 하여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작권집중관리

단체가활성화되지않은현실에서는디지털도서관의구축과서비스와같이저작물을대

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적법한 권리처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고 이로 인하

여 도서관 서비스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포괄적 집중관리제도와 같은 획기

적인조치의도입을통해서집중관리를활성화해서궁극적이고실제적인의미에서디지

털도서관서비스가구현될수있도록법률적인지원이뒤따라야할것이다.  

한편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

야함은앞서살펴보았다. 그런데이렇게보상금을지불하고도이용할수있는저작물의

범위는 1인 1부에 한하고, 도서 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시장이나 일반적인 유통경로

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판매용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경제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를 일부분으로 제한하여 도서관이 시

장에서의 합리적인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시장을 통하여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저작물의 경우, 예

컨대 학위논문과같은자료의경우에는보상금을지불하고서도저작물전체를적법하게

출력할 수가 없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아 이러한 저작물을 적법

하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물을 조사나

연구목적으로활용하려는이용자는저작권법이허용하는범위를무시하고저작물을불

법적으로복제할수밖에없게된다. 이는일반적인저작물이용패턴에도반하는것이며

저작물 이용자 대부분을 불법행위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때문에

이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전체에

대한 복제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합리

적인가격을지불하고구매할수없는자료에대해서는자료전체에대한복제도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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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음21)은 참고할필요가있다. 

한편 도서관의저작물전송과출력에대한보상금을공적으로부담할수있는근거조

항을 명문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을 통한 보상금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4.3 사적복제의범위수정과공정사용개념의도입

국이나 미국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사용의 개념을 통하여 이용자로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은 앞서

언급한바있다. 공정사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판례로확립된몇가지원칙을적용하

게된다. 저작물이용의목적과특성, 복제된저작물의성격, 저작물전체와비교했을경

우 복제물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잠재적인 시장에의 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사용으로의인정여부를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저작권면책 이외의 사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 혹은 제한 당하고 있다. 사적 복제에 관한 규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의 경우에는 사적 복제로도 인정

하고 있지 않아 도서관 면책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자의 복제 행위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도록 하고 있다. 법문을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자신의 복제기기를 도서관 관내에 반입

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 사적 복제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복제기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원천봉쇄되어있다. 이는복제기기를사적으로소유할수있는가하는경제적지위에따

라차별대우를받게하는결과를초래하여헌법이보장하고있는평등권을침해할수있

는 요소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적 복제에 관한 규정 중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

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

21) §108(e)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apply to the

entire work, or to a substantial part of it, made from the collection of a library or

archives where the user makes his or her request or from that of another library or

archives, if the library or archives has first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that a copy or phonorecord of the copyrighted work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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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사적 복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 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적 복제를 단지 개인적인 목적에서

활용되는것이라는이유만으로저작권에대한면책을인정하는것은저작권자의경제적

이익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매우염려스럽다. 때문에사

적 복제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책을 인정하기보다는 폭넓고 유연한 공정사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적 복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그 면책을 인정하

여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할필요가있다. 또한 사적복제의범주에서벗어난다

고 하더라도 저작물 이용의 목적, 저작물 이용의 실질적인 양과 질, 잠재적 시장에의

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면책을부여할필요가있다. 다만 ·미의경우

와같이충분한판례가축적되지않은우리법률환경에서이러한제도를어떤방식으로

정착시켜야할지는보다심층적이고폭넓은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5. 닫는말

디지털기술은 도서관과 저작권제도 양쪽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저작권과

도서관은모두인류의지적재산을공유하여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

전을 꾀한다는 공통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이용자에게제공하는도서관의서비스는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심각하게침

해할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까닭으로 저작권제도와 갈등을 빚을 수밖

에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

의경제적이익을적절하게보장하여궁극적으로문화의향상·발전을이끌어낼합리적

인균형을도모할수있는지혜가절실한시점이다. 

‘도서관 디지털도서 전송·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저작권은 이제

도서관계의주요한현안사항의하나가되었다. 사실저작권관련사항에있어서그간도

서관계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저작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있을 것이다. 향후 이루

어질저작권법개정과정을도서관계가주도적으로이끌고나가기위해서는저작권제도

에대한충실하고합리적인이해가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기본적

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도서관의 공익적 목적을 최대한 반 하면서도 저작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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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조화로운 균형의 합일점을 찾아내는 황금의 분

할이비로소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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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책(e-book) 컨소시엄도입및
공동활용현황분석

박연희1)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e-book environment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universities and compare to foreign literature review

and e-book analysis data looking for how to proceed the e-book and electronic

resources allocation in competitive information age. 

This research is conducted with 1 year usage statistics of KERIS e-book consortium

in 2003 and contrives to lead a few usage patterns in Korea and suggest some tips on

collection management. It is widespreadto form the consortium of academic libraries

nationwide or statewide dedicated to improvement of library services to user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키워드: 전자책, electronic book, e-book service, university e-book usage, 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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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책(e-book: electronic book)의 등장은 전자저널의 도입이나 학위논문의 전자납

본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저널의 경우, 소규모 전자저널의 등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점차적으로 전자저널의 이용이 인쇄저널보다 늘어나고 있다. 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의

유입은급속도로확산되고있으나사용되는툴이나뷰어등의표준화가미비하다.

국내의 경우, 2000년부터 e-book에 대한 관심이증대되어공공도서관을중심으로도

입하기 시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전자정보2)는 학

술연구 목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e-book은 종이책이 디지털

화 된 형식으로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이용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도서관간에 자

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 받기 시작한다. 해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나 전자저널(e-journal: electronic journal)의 공동 활용 네트워크

및 공동 도입 활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e-book의 도입은 콘텐츠 이외

의부가기술표준화가미비하여그도입이활발히시작되지못하 다.

2002년 하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3)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 e-book 컨소시

엄이결성되고, 국내 대학도서관은해외 e-book을 처음으로도입하여해외도서의공동

활용기반이조성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국외 대학 및 해외의 컨소시엄 e-book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2002년 국내에서 첫 시도한 대학도서관 중심의 해외 e-book 컨소시엄에 참여한 73개

대학과 RISS4) 이용자의 1년간이용현황을분석하 다.

1년간의 이용현황과 국외의 몇 가지 선행 도입 및 이용사례를 바탕으로 전자책 장서

2) 전자정보(electronic resources, e-information)의 범위는 색인·초록서비스, 전자저널, 원문자

원, Aggregators 서비스, 원문배달서비스등포함

3) http://www.keris.or.kr

4) KERIS가제공하는학술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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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논하기는 이르나 이용자의 인지도 및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향후 콘텐츠 도입에

활용코자한다.

3. 도서관의 e-book 발전동향

인터넷의 증가에 부합하여 출판 추이에도 디지털화된 학술 자료의 등장을 일으켰다.

온라인 색인 자료와 원문의 요구가 증대되어 전자저널의 경우 백파일(backfile)과 최신

자료의 온라인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자원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의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출판사에서생산한 CD-ROM, 전자저널, 웹 DB를 도입함으로써좀더조직화되고

그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e-book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 고, 위와 같은 디지

털자원은디지털도서관의등장으로더가속화되었다고볼수있다.

Paul Kantor5)는 연구자들이 기존 인쇄 기반 도서관의 한계에 대해 종종 실망하여 e-

book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

들은 e-book이 인쇄형태로만 제공되는 자료보다 좀더 쉽게 이용 가능하고 상호대차

(interlibrary loan)를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므로 학자들에게 편리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고 인지하 다. 한편으로 기존의 인쇄형태의 자료 제공은 지속되고 참

고도서나자료의갱신주기가빠른자료를온라인형태로제공하려하 다. 텍사스대학

e-book 평가 프로젝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자료의 이용과 휴대 가능한 자

료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연구자와 교수들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예비적이고 중간

단계의 자료를 보기 위해 e-book을 이용할 것이다. 장시간의 숙독을 요하는 자료는 휴

대가능하거나인쇄된도서를선호한다. 다시 말해, 간단한자료는온라인으로리뷰하고

휴대 가능한 자료의 사용이 증가하며 정형화된 인쇄형태 자료의 요구는 필요에 따라 생

겨날것이다.

Heiting Chu6)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e-book을 경험한 이용자와 그렇지

5) Paul Kantor. (1984). “Analysis of these problems is discussed in Objective Perform-

ance Measures for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ARL.

6) Heiting Chu. (2003) “Electronic books: viewpoints from users and potential users”,

Library High Tech, Vol 21 No. 3 pp. 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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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의 e-book 사용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e-book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하고검색및신규 title을 바로이용할수있다는이점이있으나, 읽고보기가쉽지않고

별도의도구나비용이필요하다는이유로 e-book 사용을 주저하고있었다. 아울러적정

한콘텐츠가충분하지않다는인식도많았다.

e-book은 종이에 인쇄된 모습으로 제공되었던 정적인 콘텐츠(문자, 이미지 등)를 디

지털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데스크탑 컴퓨터, 전용 단말기, 또는

휴대용 열람 장치에서 화면을 통하여 콘텐츠를 읽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식 전달용

학술 e-book은 주로 textbook을 e-book으로 출판하여 PC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

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백과사전, 전문사전, 단행본 등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출판물을

말한다.7) E-book은 컴퓨터를이용한것, 리더를이용한것, PDA나휴대가능한도구를

이용한것의크게 3가지형태로제공된다. e-book은 아직주요한출판물은아니나이용

자에게즐거움을주고그이용이확산되고있다. 새로운매체의자료로서기존의온라인

자료와연계또는도서관의목록과연계하여편리한이용을모색해야하고, 친숙하게다

가갈수있는홍보방안을찾아야한다.

4. 국내구독및이용현황

4.1 일반현황

국내의 e-book 도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e-book과 해외 e-book으로 구분되어 컨소

시엄이 추진되었고,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해외 e-book 구

매에먼저참여하 다.

대학도서관에서는 KERIS 주도 하에해외 e-book을 2002년 처음으로컨소시엄도입

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KAIST)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 분야 e-book 컨소시엄(PK2J)에서도 해외 e-book을

도입하여 서비스 중이다. 국내 e-book은 2003년 약 1년 동안 RISS 및 13개 대학도서

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구매하고 있다. 전자정

7) 2002년 8월해외 e-book 서비스도입계획(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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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콘텐츠 활용을 높이기 위해 KAIST와 KTF가 제휴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무선

디지털도서관(WDL: Wireless Digital Library) 구축을 시도하여 2004년 9월까지 50

개대학에서비스할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0년부터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민간구축상업용데이터베이스로교양서적을비롯한각종도서의원문약 2,565건을

온라인으로서비스하고있다.8)

학교도서관의 경우, 부산시 및 충북 교육청에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시스템(DLS)

운 을 통해 산하 학교도서관은 이를 활용하여 e-book을 서비스 중이며 향후 지역별로

확대예정이다.

국내 대학도서관해외 e-book 현황 파악및 KERIS를 중심으로한해외 e-book 컨소

시엄도입을위한사전정책조사에활용코자 e-book 도입 경험이있는대학도서관의업

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서베이를 실시하 다. 2003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주

간 E-mail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27개 대학이 응답하 다. 설문을 통한 사전 정책조사

결과9)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대학도서관의해외 e-book 보유현황으로는교수·학습

교재가 전체 e-book의 47%, 참고자료가 25%, 매뉴얼 및 핸드북과 실용도서가 각각

14%를 차지하 다. e-book 도입 시 주제분포는 응답 기관의 81%가 포괄적인 주제를

도입하 고, 19% 해당하는 기관이 종교, 철학, 신학, 예술 중심 분야 또는 선도특성화

역(법, 경 , 심리, 사회복지, 광고홍보등) 도서를선택구매하 다. 아울러도서관이

e-book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90% 이상이 도입 의사를 밝혔다. 대학도서

관에서 e-book 도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76%가 도서관 서비스 접근의 편리

성을향상하기위해서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서 이용현황을 보면 대학도서관 장서의 이용은 1권 당 평균

0.81회이고, 대학도서관 장서의 이용자 수는 1권 당 평균 0.78명 이다. 대학도서관 장

서 이용은 2001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고,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약 1/3 수준이다.

대학도서관의장서중국외서는전체의 25%를차지한다.

8) http://www.dlibrary.go.kr/WONMUN/Index.jsp

9) 2003년 해외 e-Book 서비스기관현황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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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서수 연간이용책수 연간이용자수

대학도서관 86,152,907 69,883,517 67,504,544

(출처: 한국도서관통계 2003)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전자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방식 뿐 아니라 수서, 장

서개발, 장서선택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이우범10)은 장서개발은 하나의 계획적인 과

정이며, 장서선택은 장서개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고, 수서는 선택된

의사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기술한다. 정보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매우 높아졌지만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의 국

내대학도서관은모기관인대학에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스스로자료를구입하여

제공하는 자급자족 형태로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50% 이상

이중복된자료로판명되었고이러한자료중복구입현상은국가적예산의낭비, 자료축

적공간의낭비및자료정리에수반되는노력과시간의낭비로이어졌다. 학문의세분화

로 학술지 수와 구독비용이 증가하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자료의 도입 및 서비스가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e-book을 도입하고 공동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적절한 title을 구매하여양질의컬렉션을확보하는것이다.

4.2 대학도서관공동구매

우리나라 해외 e-book 컨소시엄은 종합 대학 중심으로 전분야를 망라하나 신학 관련

대학에서는특정주제분야의자료를선택하는경향이있다. 이는 e-book 중복율을낮추

긴 하나 주제분야에 따라 그 깊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컨소시엄 참여 대학 간

에구매 e-book의 공유가가능하므로다수의 title을 이용할수있다.

2002년 KERIS 해외 e-book 컨소시엄의구매해외학술 e-book은 전체 6,100여권으

로 75% 이상이 1999년 이후자료이다. 구매한 e-book의 주제분야별분포를살펴보면

사회과학이 33%, 인문과학이 23%, 공학/기술이 15%, 자연과학이 11%로 전체 구매

e-book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대학도서관의 공학/기

술분야의 e-book 도입선호도와는차이를보인다.

10) 이우범 (2002). “웹환경에서의효과적인장서개발모형”. 서울: 『국회도서관보』제39권 5호,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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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구매 e-book의 2003년 연간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회 이상 이용된 title은

전체 구매분의 86%이고, 1회 이상 10회 미만 이용한 회수가 이용회수의 74%를 차지

한다. 상기 이용량은 title 중심으로 한번 접근 이후의 패턴은 고려되지 않았다. e-book

원문 보기 이용량은 방학을 제외한 기간 이외에는 매월 증가 추세이고, 전체 이용량 중

대학이용 67%, RISS이용이 33%를차지한다.

KERIS가 해외 전자정보 컨소시엄 가격 책정에 적용하는 대학원 FTE11)를 중심으로

한 4개의 그룹 구분12)에 기준하여 e-book 컨소시엄에 참여한 그룹별 대학수는 고른 분

포를 보이지만, 전체 대상에서는 A그룹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전문대학의 참여

율은 높지 않으나, 해외 e-book 컨소시엄에 활발한 관심을 보 다는데 의의가 있다. e-

book 구매분 대비 이용량은 A그룹이 구매분의 8배가 넘는 이용을 보이고, 나머지 그룹

은구매분을다소상회하는이용을보인다.

[그림 1] FTE그룹별참여대비이용현황

11) FTE(Full Time Equivalent) : 유효이용자수

12) 석·박사 FTE를기준으로대학도서관을 A, B, C, D Group으로분류

Group A : 석 박사 FTE 1,300명이상

Group B : 석 박사 FTE 500명이상∼ FTE 1,300명 미만

Group C : 석 박사 FTE 100명이상∼ FTE 500명미만

Group D : 석 박사 FTE 10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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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지역구분으로살펴보면 73개 참여대학중에서서울시의참여가가장두드러지

고,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이다. 전국 대학도서관 수에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시의 참여율이 가장 두드러지고, 다음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이다.

지역 통계의 경우, 해외 e-book을 포함한 전자정보는 1개 캠퍼스의 참여로 1개 대학이

이용 가능하고 참여대학은 신청한 대학의 지역에 기준하므로 전체 대상은 지역을 모두

산정한통계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그림 2] 지역별참여대비이용현황

대학그룹별평균이용현황, 즉 대학원 FTE를 중심으로한 4개의 그룹중각해당그

룹의 1개 대학 평균 이용량을 비교해 보면 A그룹이 이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D

그룹의이용이 C그룹의이용보다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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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TE그룹별평균이용량

지역 구분에 따른 각 지역 1개 대학 평균 이용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이용이 약

1/3을 차지하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이용이 높다. 지역별 평균

이용량은충청북도지역이매우저조하다.

[그림 4] 지역별평균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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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이용 주제분야는 경 /경제가 34%로 가장 높고,

다음이공학/기술, 사회과학과인문과학, 의약학순이다.

[그림 5] 주제분야별이용현황

e-book의 복본 수에 따른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대표기관에서

1~2권 구매하여공유하는 title의 이용이 많았고, 3권 이상 구매한 title의 이용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6~7권 구매한 title의 이용도 많았다. 반면, 8권 이상의 복본을 구매할

경우그이용은떨어지는경향을보 다.

5. 해외구독및이용현황

5.1 미국

미국의 e-book 도입 연구를 선행적으로 수행한 대학은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이다. 콜롬비아 대학은 온라인 도서에 대한 평가를

의약학
6%

인문과학
13%

자연과학
1% 경 /경제

34%

광학/기술
21%

교육학
4%

경 /경제 공학/기술 교육학

인문과학 일반분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사회과학
18%

예술/체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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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텍사스 대학은 e-book을 도입한 이후 이용자와 업무 담당자의 반응 및 이용 현

황을분석하 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는 e-book 서비스를통해온라인도서의장

서개발정책, 즉 주제별 e-book 특성과 이용행태를 통해 e-book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

시하고, e-book 단가 분석을 통해 인쇄 도서와의 비교를 다소 객관적인 수치로 제공하

다.

Library Journal의 2001년 실시된 대학·연구도서관 도서 구매 서베이에 따르면 자

료구매 예산의 1%가 e-book 구입에 할당되었으나 2004년까지 그 수치가 3%로 증가

할것으로예측된다.13)

콜롬비아 대학은 1995년 1월 시작한 e-book 평가 프로젝트에서 연구자의 e-book에

대한행태및반응, 출판사와도서관의인쇄도서와 e-book의 주기비용(lifecycle cost),

e-book에 대한 시장성을 조명해 보았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인쇄와 온라인 형

태 학술 도서의 주기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e-book은 서서히 발전하고 있고

온라인출판도아직초기단계이다.

e-book 평가 프로젝트의 대상 컬렉션은 6개의 참고자료와 54개의 classical text 자

료를 포함하여 168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4개 출판사, 6개 주제분야 - biography,

literary criticism, 지구과학/환경과학, 철학, 정치과학/외교, 그리고 social work 가

포함되어 있고, 많은 도서가 인쇄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1999년 봄 평균적으로 e-

book을 접근한 연구자들이 인쇄도서로 대출된 횟수의 3배나 된다. 인쇄도서는 자료를

찾은 후에 대출로 이어지나, e-book은 내용을 둘러보거나 목차를 보면서 여러 번 접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학기 중 전체적으로는 이용자의 20%만이 e-book을 한 권 이상

사용하 다. 이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베이와 인터뷰를

통해 e-book의 이용패턴을살펴보면연구자들은단순히온라인으로책을읽는것은아

니라, 도서를 온라인으로 브라우징하고 적당한 부분은 프린트하고 좀더 면 한 보기를

위해서 인쇄도서를 찾는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자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이용이늘어나고, 텍스트기반의참고자료이용은반대로떨어졌다.

13) Albanese, A.R. (2001) “Moving from books to bytes”, Library Journal, Vol. 126 No.

14, pp. 52-4.



76 해외전자책(e-book) 컨소시엄도입및공동활용현황분석

Scholar’s Preferences for Book Access

Read Much Read Litter

Low Cost Book Buy Online

High Cost Book Borrow Online

(출처: The Potential of Online Books in the Scholarly World From Columbia University
Online Books Evaluation Project, 1999)

텍사스 대학(UT-Austin)은 2000년 가을학기에 20,000여권의 e-book을 서비스한

e-book의 선 도입자이다. 도서관에서 e-book을 도입한 목적은 모든 유형의 학술 자료

를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통해서접근토록하고자함이다. 아울러특정주

제의저명한출판사에서나온자료를새로운자료유형으로구매할수있는기회이기때

문이다.

e-book의 이용에 대한 초기 가정·추측은 대상 자료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OPAC에 연계되거나, 또는 e-book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와 이용행태가 입으로 전해

질 때까지는 그 이용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실제 이용은 서비스가 시작

된 몇 개월 만에 놀라운 이용을 보 다. 일례로 UT System 컬렉션은 - 15개 도서관

5,300 title - 전체의 1/3인 약 33%가 이용되었다. 이용한 공통 상위 주제분야는 컴퓨

터공학, 경 /경제이고 다음으로 의학과 사회과학 분야가 해당된다. 간단한 참조나

look-up을 위해서도 경제/경 , 컴퓨터공학, 의약학 분야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단

기간의 이용량으로 e-book의 이용성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으나 상기의 이용 분야

들이특히웹기반 e-book으로적합한자료일지모른다.

2000년 11월 MARC을 구축한 이후, 텍사스 대학의 e-book 이용량은 즉각적으로 증

가하 고 이용 주제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다. 목록 이전 13개월 동안 Amigo 컬렉션

title의 24%를 이용하 으나, 온라인 목록에 e-book 자료를 포함시킨 이후 약 3개월

동안동일컬렉션의 34%를이용하 고같은기간을기준으로비교하면약 50%가증가

되었다. 주제분야별 이용은 목록 이전과 비교하여 상위 주제분야 이용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으나 이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계 등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이용이 적은

분야에서 급격한 이용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이용량이 늘어났다. 일례로 non-fiction

자료는 e-book으로 구매 공유가 가능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다. 그러나, 학술연구분야나 학교 교재의 경우 e-book이 두드러진 가치를 보이

는것은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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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학에서는 e-book 이용량에 근거하여 향후 구매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

매한도서의이용뿐아니라, 제공사인 netLibrary e-book 전체 collection에 대한이용

을 살펴보고 도서관에서 소유하지 않은 도서에 대한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과제의 하나로 상용 웹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e-book이 이용자에게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제공된다면 도서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기술한다. 도서관은 e-book과 같은새롭게제공되는다양한자료의풍부함을활용하

여자료에가치를부가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텍사스 대학의 이용량 분석자료에 의하면 e-book의 이용은 동일 자료를 인쇄 형태로

도서관에서 소장·보유하고 있는지와 두드러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도서

관의 OPAC에인쇄도서와 e-book의 자료가공존할경우그이용관계가나타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e-book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e-book 가격 모델에 따라

주 대상분야와 이용방식을 제시하 다. 구매 모델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구보존의 가

치가 있고 소급자료의 이용이 많은 인문사회 분야나 순수과학 분야가 해당된다. 전자저

널과 같이 연간 구독 모델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정보의 갱신이 빠르고 이용 주기가 짧

은공학, 경 /경제및참고자료가해당된다.

구 분 접근방식 대상분야 이용방식

humanities, social 동시이용자수

purchase 모델 구이용 sciences, education, 제한, acquired

psychology, sciences collection 구성

연간이용 : short-
computer science, 동시이용자수

lease 모델
term value를가진정보

business/economics, 제한, multi-use

general reference collection 구성

*lease/purchase
update분은 lease,

동시이용자수

모델
구독종료시 reference 자료

무제한
purchase

* ABC-CLIO collection 해당

(출처 : CSU e-book Pilot Project Final Report, Mar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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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e-book 선정 시, 학술적인 연구가치가 있는 장서(단, 컴

퓨터매뉴얼및실용참고자료예외), 최근발간된장서(단, 고전작품이나고서는예외),

또는 별도 hardware나 software가 요구되지 않는 장서를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2001년 23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구독·구매한 1,500 title 중 800여권은

구매로, 700여권은 구독으로 도입하 다. 2001년 10개월 동안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

과, 도입한 title의 94%가 1회 이상 이용되었고, 64%의 e-book이 적어도 5회 이용되었

다. 구매한 e-book 중 가장많이이용된분야는의학, 사회학, 교육과심리학이고, 구독한

e-book에서많이이용된분야는경 , 컴퓨터과학, 공학이다. 구접근권한을얻는구매

e-book과연간접근권한을얻는구독 e-book의이용을비교한결과, 구독한 e-book의접

근/이용회수가 구매한 e-book보다 6%정도 많다. 이는 title의 접근성이 높은, 즉 동시이

용자수가많은컬렉션의이용이많기때문일것이다. title 수에비해이용이 150~300%

인분야는언어, 음악, 지리와컴퓨터공학, 해부학/생리학, 가족학이다.

e-book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e-book에 관심

을 가지고 e-book을 이용함에 만족하며, 제공되는 e-book 시스템에도 만족감을나타내

었다. 아울러 e-book 목록을 통해 도서관에 해당 인쇄도서가 있음을 확인한 경험이 많

으나, 아직까지는 e-book보다 인쇄도서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book

이용량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생수, 참여기관 담당자 참여도, 대학내 OPAC의

MARC 반입여부, 이용자교육및홍보이다.

5.2 국

미국은 주를 중심으로 한 pilot 프로젝트, e-book 시범 제공을 통해 그 이용행태를 확

인한 반면, 국은 국가 주도하에 다각화된 서베이를 통해 선행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는 국의 대학·연구도서관에 e-book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출판전망에업데이트한자료를제공하기위함이다. 3개의주요출판사와제공사 -

netLibrary, ebrary, Questia에서 제공하는 e-book의 사례를 기술하고 통계, 목록을

통한접근, e-book에 대한 사서들의인지도를조명해본다. JISC14) e-book 워킹그룹이

14) 국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의 부속기관으로 국가적고

등교육의정보시스템개발과정보자원확보를주관, http://ji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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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e-book을 제공하기위해필요한역할을논의하는것으로결론짓는다.

국에서는 e-book 도입 이전의설문조사를여러차례수행하 다. 1997~1998년에

국가 차원에서 대학도서관내의 e-book 조사를 시작으로 2001~2002년 실제 상용 출

판사의 e-book 이용을 통한도서관정보서비스에서의 e-book 수용정도를찾으려하

다. Joint Information Services Committee(JISC)에서는전자정보의추이를찾기위

해 학생, 교수, 도서관 직원이 어떤 전자정보를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전자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도서관 웹을 통한 서베이 2가지를 실시하 다. e-book

연구에 대한 선행사례를 살펴보면 e-book의 가격모델을 연구한 PELICAN 프로젝트

사례, JISC 워킹그룹등이있다.

국에서의 컨소시엄을 통한 e-book 도입으로는 North West Academic Libraries

(NoWAL) 컨소시엄을들수있다. multi-year e-book 프로그램을도입하여연간구독

이나 구매가 아닌 유동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 다. 이는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2000년에 조직하여 2004년부터 13개 기관이 참여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12,000여권

의 컬렉션을 도입하 다.15) 국에서는 근접 지역간에 또는 특정 주제를 지정하여 컨소

시엄으로 e-book을 도입하고있다.

5.3 아시아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e-book 컨소시엄으로 중국과 대만을 꼽을 수 있다. 중국에서

는 2003년 Shanghai Library를 중심으로 13개 도서관이 참여 1,000여 권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e-book 컨소시엄이 시작되었다. 대만에서는 Taiwan e-books

Network(TEBNET)16)을 통해 30여 개의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17) TEBNET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2003년 초에 21개 대학도서관이 참여

11,000여권을공동활용하는 e-book 컨소시엄을조직하 다.18)

아시아 지역에서의 e-book은 대부분 공동활용, 소장이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우선

15)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42.htm 

16) http://tebnet.lib.fcu.edu.tw

17)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30501.htm

18)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301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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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 다. 그러나 이용에 따라 또는 주제분야에 따라 다양한 도입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컴퓨터공학 전공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컴

퓨터 소양 능력과 전자정보 이용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도서의중요성을가장중요하게꼽았다.

6. 결론

국내 대학도서관의 e-book 도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대학도서관의 한정

된자료구입예산으로학술연구자를위한해외도서확충에기여하고, 국내 대학의균형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 다. 또한, 대학의 부족한 장서 및 지역간 자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최신성 있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e-book

장서공동활용체제를구축하게하 다.

국내와 해외의 이용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보면 미국에서의 초기 e-

book 도입은 1회성 지급으로 구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하 으나 주제분야별 자료의

특성이나 이용행태에 따라 도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대부분 인쇄도서보다 e-book의

이용이 활발하고 1회 이상 이용한 title이 연간 구매한 도서의 약 90%에 달한다. 주제

분야별이용을살펴보면컴퓨터공학, 경 /경제분야의이용이높고, 다음으로의학과사

회과학 분야이다. 온라인 목록에 e-book을 포함할 경우, 주제분야의 이용이 좀더 포괄

적으로 나타난다. 국내의 이용은 인쇄도서의 정확한 이용량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e-book 이용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자료의 약 86%를 이용하 고

상위이용 주제분야의 title을 대학도서관에서 좀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E-

book의 동시 이용 가능한 수가 제한될 경우, 국내의 적정 동시 이용자수는 7명 이내로

보이고, 미국은 주에서의 자료 공유를 전제로 적정 동시 이용자수는 3명으로 제한된다.

해외 선행사례로 비교 분석되고 있는 e-book도 국내에서 도입한 동일 출판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나, 국내는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자료 공유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고, 미국

에서는 각 주의 도서관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컬렉션의 구성이

좀더유연성있게조정될수있다.

현재 e-book은 컨소시엄 도입을 통한 자료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향후의

도입정책이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E-book이 도서관 공간, 인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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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설비등의가격적인면에서가지는가치에대한연구, 종이책과 e-book의 실제이용

에 있어서 효용도에 대한 비교 연구, e-book의 구독방식에 따른 목록과 사후 콘텐츠 관

리등의다각화된연구가필요하다.

장서개발을 인쇄매체를 중점으로 할 것이냐, 전자매체를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냐

의문제는기관의특성과다루는주제에따라다를수있겠으나인터넷에익숙해져있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 제공을 심도있

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book의 경우, 주제분야별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최신성이 중

요한 분야는 구 보유, 소장 방식보다 연간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모색이필요하다.

많은 대학들이 경제적인 학술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웹 전자정보의 공동구입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학술정보유통활성화를위해서는웹자원을공유하기위한국가의체계적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자원 공유 및 상호협력 모색을 위해 지역간, 대학

간, 주제별협의회간의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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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Seo-pa/Dongsan-mungo are the old books that Rue Pil-yeong’s descendants

donated to the library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grasp the

general situation of these books and describe the special features in detail to compare

these with other woodblock-printed books. By inspecting authors and making the

bibliograpical explanation of these book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stinctive

features of these ol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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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파/동산 문고는 서파(西坡) 류필 (柳必永) 선생의 후손이 1994년 1월 안동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고서이다. 이 문고의 고서는 352종 1,02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

두기증자의댁에서대대로가전(家傳)된자료들이다. 

안동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들 자료를 정리해서 1994년부터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게하 으며, 이 논문은고서정리의결과를근거로하여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특

징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이에 먼저 동산의 소자출(所自出)을 알

기 위해 전주 류씨 수곡·삼산파(水谷·三山派)2)의 가계(家系)를 알아보고, 이들 전체

고서의 현황을 살핀 후, 이 중에서 서파/동산 문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학류나 문집

류, 역사류중에서철학류나역사류는출판년도가오래된것, 문집류는안동지역에세거

한 인물을 중심으로 13종의 고서를 선별하여, 각각 같은 서명의 다른 판본과 대비할 수

있는 그 형태사항을 소상히 기술하면서 그 저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제를 작성함으로

써각자료의특징적인면을살펴보고자한다.

2. 서파와동산의가계와생애

서파 류필 과 동산 류인식은 부자간으로 퇴계(退溪)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격변기를

통하여겪어야할변천과정과방향을전향적(轉向的)으로보여주는인물들이다. 

2.1 서파와동산의가계

전주 류씨의 세거지인 안동시 예안면 삼산(三山)은 임동면 무실(水谷洞), 박실(朴谷

洞), 한들(大坪)과 함께 전주 류씨가 정착하여 300여 년 간 학행(學行)을 숭상하고 예

학(禮學)의 대가를많이배출한명문의지세를다진곳이다. 이곳은고려말기에완산백

에 봉해진 류습(柳濕)을 시조로 하고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를 지낸 윤선(潤善)이

서울에서 주(榮州)로옮겼고, 그의아들성(城)이 내앞(川前洞)의의성김씨에장가를

2) 《全州柳氏族譜》에는일휴파(日休派)로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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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내앞에서가까운무실에정착하게된것이다. 이곳의 전주 류씨는모두기봉(岐

峰) 복기(復起)의 후손으로 매우 번성하 으며, 무실을 본산으로 하며 박실, 한들, 마

재(馬嶺), 고래골(高川), 삼산 등에 취락을 형성하여 세거해 오다가 임하댐이 건설되

면서 무실, 박실, 한들은 수몰되어 지금은 그 후손들이 선산(善山)의 해평(海平)으로

이주하 다. 전주 류씨 수곡·삼산파 중 삼산에 세거한 가계(家系)3)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다음과같다.

濕—義孫—城—復起—友潛—振輝—正源—日休—道文—致陽

星鎭—定鎭—韶鎭— 鎭

纘永—必永

寅植—萬植

2.2 생애

서파 류필 (柳必永 ; 1841∼1924)의 자는 경달(景達), 호는 서파(西坡),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류치명(柳致明)에게 배움으로써 퇴계(退溪)학문을 이어받았고, 권연

하(權璉夏), 이만각(李晩慤), 김흥락(金興洛), 김도화(金道和)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

을 연마하 다. 5대조인 정원(正源)으로부터 역학(易學)을 계승하 고, 아들인 인식

(寅植)을 가르쳐 학자로 길 다. 남 유림들로부터“남쪽에는 곽종석(郭鍾錫), 북쪽

에는 류필 ”이라는칭송을받았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학문방법은, 공부하는 단

계에서는 사서(四書)가 육경(六經)보다 앞서야 하지만, 의리의 핵심에서는 육경이 뿌

리가 되고 사서가 가지가 된다고 하여 육경을 강조하 다. 또 도덕적 수양론을 강조하

면서 도학(道學)의 의리를 지켰으며, 성리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거의(擧義)할 것을 주장하 고, 1919년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을청원한파리장서에서명하 다. 문집으로《서파문집》을남겼다.

3) 《全州柳氏族譜》의기록을중심으로직계만작성하 다.



동산 류인식(柳寅植 ; 1865∼1928)은 1865년 5월 3일 경북 안동시 예안면 삼산리

(三山里)에서 태어났다. 자는 성래(聖來), 호는 동산(東山)이다. 그는 나면서 재주가

뛰어나고 천품이 남다른 바가 있었다. 7, 8세 때 역사를 배우다가 탕(湯)임금과 무왕

(武王)이 걸주(桀紂)를 내쫓음으로써성인(聖人)이라 일컬어진다고함에 이르러“임금

이 되어 백성을 학대하면 마땅히 쫓아내어야 할 일이거늘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어찌 성

인이라고 하는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류필 (柳必永)으

로서 당시 남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유학자 다. 그러한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의 학문은 진작 크게 성취되었다. 1893년 과거에 응시하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과거

시험의 혼탁한 실정을 보고 과거를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나라를 구할 뜻을 길

다. 1895년 일본 놈들이 민비(閔妃)를 살해하자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등과 뜻

을 모아의병을일으켰으나관군의제압으로뜻을이루지못하 다. 1903년 서울로 올

라가 위암(韋菴) 장지연(張志淵),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등과 시국을 논하고 교

육을 통하여 민지를 개발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결론 내리고 서양의 서적들

을 구입하여 서구 문물을 이해하기에 힘썼다. 1907년 이상룡(李相龍)과 대한협회(大

韓協會)를 창설하는 한편 김후병(金厚秉), 하중환(河中煥), 김동삼(金東三) 등과 협력

하여 안동 임하(臨河)에 협동(協同)학교를 설립하여 민중교화에 앞장섰다. 그는 노비

들을 해방하고 적서의 구별을 없애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 다. 월남(月南) 이

상재(李商在)와 협력하여 교육협회(敎育協會)를 창립하여 전국적으로 민중교화사업을

조직화하기에 힘썼다. 1920년에는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를 창립하여 빈민구제에

힘쓰고, 1921년에는 안동에서 중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에서 민

립대학(民立大學)기성회를 조직하여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국각지를 순회하 다.

1927년에는 권동진(權東鎭), 홍명희(洪命憙), 허헌(許憲) 등과 신간회(新幹會)를 창

립하여 민중의 결합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해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일생은

구국운동으로 일관된 생애 다. 그리고 그 생애는 그대로 유교개혁운동의 실천이었다

고할수있다. 

동산(東山)의 유고는《동산문고(東山文稿)》1책 2권과 별책으로된《대동사(大東史)》

가 있다. 《대동사》는 단군 이래 조선조 멸망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동

산문고》는문집(文集) 체제로편찬된유고이다. 

동산류인식의유교개혁사상의핵심을몇가지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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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의 유교개혁사상은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현실적 측면에

서의개혁사상임을지적할수있다. 

둘째, 동산의 유교개혁사상은 실질적 실용적 입장, 한 마디로 말해서 실학적 입장에

서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이다. 유교적 허위의 내용을 이루는 형

식성, 명목성을 배제하고 유교의 실질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동산의 개혁사상

이다. 

셋째, 동산의실용적개혁사상은시의성(時宜性)을중시하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넷째, 서양문물의적극적인수용태도를지적할수있다.

동산은 안동 출신으로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의 제자인데 김도화는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의 제자로 학봉계열의 퇴계학맥을 계승하는 한말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근간을 이룬 인물이며, 동산의 부친인 서파(西坡) 류필 (柳必永) 또한 유치명의 대표

적인 제자 다. 따라서 유학자로서 동산의 학문은 철저히 퇴계학적 배경에서 형성되었

다. 동산은 1895년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등과 함께 을미사변에 대항하여 향리에

서 의병을 일으킬 때까지는 스승 김도화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위정척사적 입장을 견

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저항은 무위로 끝났으며 의병운동의 실패는 동산으로 하여

금 자신의 방식에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

더욱결정적인배경은신지식인및신서적과의조우 다. 그는이를통하여금일의급무

는민권의확충과민지의개발이라고판단하고무력투쟁이아닌계몽운동으로전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서구문화에 관심을 갖고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서적을 보기 시작

했는데, 그는세상의넓음과문명과야만의뚜렷한차이에엄청난충격을받았으며유신

을해야한다는생각을확고히하 다. 

3. 고서의현황과특징

서파/동산문고는서파와동산의학문에서볼수있듯이철학류와문집, 역사류가주종

을 이루고 있으며, 문집류도 서파와 동산의 생존시기인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의 문집

이주종을이루고있다. 그 현황과특징적인면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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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고서의출판년도별현황

출판년현황 종수 비율(%)

1600년∼ 3 0.9

1700년∼ 4 1.1

1800년∼ 9 2.6

1900년∼ 69 19.6

불명 267 75.8

계 352                          100

〈표 2〉고서의류별현황

류별현황 종수 비율(%)

총류 1 0.3

철학 30 8.5

종교

사회과학 2 0.6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2 0.6

문학 258 73.3

역사 59 16.7

계 3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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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고서의판본별현황

판본별현황 종수 비율(%)

木板本 208 59.1

木活字本 32 9.1

石印本 91 25.8

筆寫本 4 1.1

新式鉛活字本 11 3.1

新式活字本 1 0.3

中國石印本 3 0.9

中國木板本 2 0.6

계 352 100

고서는총 352종 1,020책으로시대적으로는 16세기에출판된것도있으나극히일부

분이고조선후기에서일제시대까지출판된것이대부분이다. 

주제별로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한 구분결과 기증자들의 사상적 향에서 알 수 있듯

이 철학류와 역사, 문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문학류가 전체의 73.3%를 차지

하고있다. 

판본은 한국의 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판본은 1.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

분이 한국판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목판본이 208종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목판본 2종(0.6%), 중국석인본 3종(0.9%), 석인본이 91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필사본은 4종으로 이 문고의 대부분이 목판본과 석인

본임이확인되었다. 

4. 주요고서해제

서파/동산문고 주요고서의 해제는 이 문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학류나 역사류, 문

집류중에서철학류, 역사류는출판년도가오래된것, 문집류는안동지역에세거한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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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13종의 고서를선별하 으며, 해제의 순서는서명을자모순으로하여형태

사항, 저자, 해제의순으로수록하 다. 중요한고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4.1 敬齋箴集說

1) 책의형태사항

서명 敬齋箴集說

편·저자 李象靖

간행년도 1750

판종 木板本

권책수 1冊(77張)

책크기 34×21.7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18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1.1x16.5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저자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상정은 외조 암(密庵) 이재(李栽)의 문하에서 수업하 다.

1735( 조 11)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언(正言)을 거쳐 예조참의·형조참의에

이르 다. 안동(安東)에서 학술을 강론하여 많은 제자를 길 는데, 이황(李滉)의 학통

을 계승하여 성리학 연구에 깊었다. 그의 학문은 이황(李滉) - 이현일(李玄逸) - 이재

(李栽)로 이어지는 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문인들의 양성을 통해 이를 남한조(南

漢朝) - 유치명(柳致明) - 이진상(李震相) - 곽종석(郭鍾錫)으로이어지게한데그의의

가있다. 저서에《약중편제(約中編制)》, 《사칠설(四七說)》, 그리고후세들이편집·간행

한《대산실기(大山實記)》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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拭木

3) 해제

1750( 조 26)년 12월에 대산 이상정(李象靖)이 주자의《경재잠(敬齋箴)》에 대한

제유(諸儒)들의 설을 채집(採集)하고 또 경전과 선유들의 설에서 경설(敬說)을 모아

엮은 책이다. 원래《경재잠》은 주자가 장식(張 )의《주일잠(主一箴)》을 보고 만든 것

인데, 그 후 금화(金華)의 왕백(王柏)이《경재잠》을 도식화(圖式化)하 으며 또 퇴계

이황이〈성학십도(聖學十圖)〉중에서〈경재잠도(敬齋箴圖)〉를 그리고 해설을 붙 다.

그런데 이《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은 상기(上記)의 제도(諸圖)와 설을 모으고 거기

에 정자(程子), 장경부(張敬夫), 주자(朱子), 진덕수(眞德秀), 퇴계(退溪) 등 선유들

의 경(敬)에 대한 제설(諸說)을 모으고 또 경전(經傳)에서 경(敬)에 대한 설(說)을 합

하여 편(篇)을 만들고《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책머리에 자

신의「경재잠집설서(敬齋箴集說序)」와 금화(金華)의 왕백(王栢)이〈경재잠도(敬齋箴

圖)〉를 싣고 본문으로서 주자의《경재잠》전문을 10장으로 나누어 각 장에 그 장지

(章旨)와 동일한 선유들의 제설을 모아 그 장을 해설하고 책 끝에는 다시 경(敬)과 성

(誠)에 대하여 선유의 제설과 경전(經傳)의 설(說)을 집성하 다. 이《경재잠집설(敬

齋箴集說)》전문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정(靜)

할 때에 심(心)이 이치(理致)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할 것을 말하고, 제2장에서는

사람이 움직일 때 또한 이치에 어그러짐이 없이 할 것을 말하고 거기에 동(動)과 정

(靜)을 겸하여 논하 다. 제3장에서는 사람이 외적인 형체를 단정히 할 것을 말하고,

제4장에서는 사람이 내적인 심의(心意)를 바르게 할 것을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 동

(動)과 정(靜)과 표(表)와 리(裏)를 다시 논하 다. 제5장에서는 심(心)이란 어디를

가나 모든 일에 통달함을 말하고 제6장에서는 사(事)의 주일(主一)하는 것이 심(心)

에 본(本)하 음을 말하고, 제7장에서는 앞의 8장을 다시 총론하여 동(動)과 쟁(諍)

에 어그러짐이 없고, 표(表)와 리(裏)가 서로 바른 것이 이 일편의 강령이 된다고 하

고, 제8장에서는 심(心)에는 능히 무적(無適)할 수 없는 병통이 있음을 말하고, 제9장

에서는 일에는 능히 주일(主一)할 수 없는 병통이 있음을 말하고, 제10장에서는 일편

을 총결(總結)하 다. 

우리나라와 중국 선유들의 경(敬)에 관한 제설을 집성하여 사람이 심(心)·신(身)을

수양하여 나아가는데 경(敬)으로 할 것을 말한 것이어서 현재에 있어서도 경(敬)을 연

구하거나성리학(性理學)을탐구하는데있어서좋은자료가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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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季漢書

1) 책의형태사항

서명 季漢書

편·저자 謝陛

간행년도 不明

판종 木板本

권책수 零本17冊

책크기 30.7×19.1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9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黑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0.8x14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해제

명대(明代) 사폐(謝陛)가 후한(後漢)의 정통을유비(劉備)의 촉한(蜀漢)에 연결시켜촉

(蜀)·위(魏)·오(吳) 삼국의역사를기록한책을조선에서중간한것이다. 본서의저본이

된것은명대(明代)의종인걸(鐘人傑)의교열본(校閱本)이나조선에서이책이간행된경

위나 연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원찬자(原撰者)인 사폐(謝陛)는 일찍이 주자가 제촉(帝

蜀)한 뜻을받들어촉(蜀)을 정통(正統)으로삼아이책을찬술하 으며따라서본서에는

9위(魏)·오(吳)는 세가(世家)로 처리되고 있다. 체재는 본기(本紀)·내전(內傳)·세가

(世家)·외전(外傳)·재기(載記)·잡전(雜傳)·문답(問答)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기」와

「내전」은촉한(蜀漢)의삼제(三帝)와제신(諸臣), 「세가」와「외전」은위(魏)·오(吳)의열

제(列帝)와제신(諸臣), 「재기」와「잡전」은그밖의인물들에관한것이다. 한편마지막에

첨부된「문답」22편은수록내용중의의문점과해설을문답식으로논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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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顧齋先生文集

1) 책의형태사항

서명 顧齋先生文集

편·저자 李慢

간행년도 純祖年間

판종 木板本

권책수 10卷5冊

책크기 31.5×20.5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1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19.7x15.4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저자

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만(李慢 1669∼1734)의 자는 군직(君直), 호는 고재(顧齋),

본관은 재령(載寧)이다. 숙부 갈암 이현일 선생에게서 을 배웠는데 용모가 단엄하고

시청(視聽)이 전일(專一)함으로 모두들 많은 기대를 하 다. 일찍이 도산서원에 가서

독서하 는데부제학(副提學) 권해(    )와어사손득승(孫德升)이 선생의명성을듣고

근사록과심경의강(講)을 청해 왔다. 부친의 명으로과거에응하여세차례나향시에합

격했으나 회시에서 불리(不利)하 다. 감사 조현명(趙顯命)이 선생을 청해서 제생(諸生)

을 가르치도록 하 는데 인의도덕(仁義道德)의 언(言)을 진언하여 교화(敎化)가 널리 보

급되었다. 조선생이조정에추천하여 희전(永禧殿) 참봉에제수되었으나병을핑계삼

아나아가지않았으며어사이종백, 박문수등의천거로임금이중히쓰려했으나끝내나

가지않았다. 숙씨(叔氏) 후계공(后溪公) (   )과더불어산림에소요하며정신을수양하

고서로강론하 다. 종형 암(密庵) 재(栽)와 함께 박약(博約)의 공부에 전심하 고옥

천(玉川) 조덕린(趙德隣),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등과더불어도의교가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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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

이 문집은 서문과 발문은 없고 그의 증손 우계(宇啓) 등에 의하여 편집되어 순조년간

에 간행되었다. 문집 중 서(書)에는「답족질복환(答族姪復煥)」, 「여조택인(與趙宅仁)」,

「답권사안문목(答權士安問目)」등 여러 경전의 난해한 구절에 대해, 특히《중용》중에

“계구(戒懼)”와“신독(愼獨)”을석의하여밝힌것으로“계구”는동(動)과 정(靜)을 겸하

고있지만“신독”은오로지동(動)만을 뜻하고있음을서로문답하여설명한것이다. 잡

저 중에 비록 벼슬은 없는 몸이지만 경국(經國)에 관한 소견을 기록한「경행잡록(京行

雜錄)」은 1714(숙종 40)년 가을에 몇몇 벗들과 더불어 과거로 상경할 때 적은 잡록으

로 죽령을 지나면서 죽령과 조령이 국방의 요처이니 차라리 각 군 을 없애고 여기에다

진 을 두고 병농(兵農)의 임무를 함께 맡겨 평시와 전시를 동시에 대비함이 더욱 능률

적이라는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그밖에 왜란과 호란의 격전지를 들러보고 전법(戰法)

의 옳고 그름을 일일이 지적한 것으로 이는 당시 국방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이 문집은 퇴계와 대산(大山), 갈암(葛庵), 암(密庵) 등 남학파의

학문분위기를알려주는자료들이풍부하다. 

4.4 訥隱先生文集

1) 책의형태사항

서명 訥隱先生文集

편·저자 李光庭

간행년도 1808

판종 木板本

권책수 22卷11冊

책크기 32×21.4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1行22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0x16.4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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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자는 천상(天祥), 호는 눌은(訥

隱), 본관 원주(原州)이다. 통덕랑 후용(後龍)의 아들로서 증호조참판 선용(先龍)에게

출계(出系)했다. 1699(숙종 25)년에 진사시에 합격, 태백산(太白山)에 은거하여 수신

행율(修身行律)하며독서와문장에전심했다. 1735( 조 11)년 조현명(趙顯命)과 김재

로(金在魯)의 천거로 후릉참봉을 제수 받았으나 곧 병을 빙자하여 사퇴했다. 이어 장릉

참봉(莊陵參奉)을 역임했으나 다시 단양(丹陽)으로 돌아갔다. 그 후 선공감역, 익위사

세마, 첨지중추부사, 동지중추부사 등 여러 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이 많은 것을 핑계로

태백산에들어가평생을수양, 학문에전심했다. 

3) 해제

이문집은그의장례에모인향중사림(鄕中士林)이발기하여유문을편집하고각기갹

출하여 1808(순조 8)년에 간행했다. 대사간 김한동(金翰東)의 지(識)가 있다. 문집의

시(詩)에는 강산여자가(江山女子歌), 향랑요(  娘謠), 우전가(禹篆歌), 포독동요(抱犢

洞謠), 만장(挽章) 등이며 산수와 자연을 즐기는 시가 대부분이다. 서(書)는 학자들과

학문에 관한 문답이 대부분이고 안부와 시정에 대한 내용이 더러 있다. 잡저에는 서경

(書經) 재촌편(梓村編)과 시경(詩經) 진풍무의장(秦風無衣章)에 대해 논했으며 의위공

자무기청한단주(擬魏公子無忌請邯鄲奏), 의곽광견임입정(擬 光遣任立政) 등, 초이릉

서(招李陵書), 부나설(復儺說), 호격(虎檄) 등을 논했으며육경(六經)에 대해문답한것

이 있다. 기(記)들은 재(齋), 정(亭), 암(庵) 등에 관한 기(記)와 산수의 풍경을 서술한

기(記)이며, 발(跋)은 서책(書冊)에 붙인 발문 등이 있다. 잠(箴)은 제가십잠(齊家十箴

- 사부모(事父母), 우형제(友兄弟), 정가실(正家室), 근제사(謹祭祀), 접빈우(接賓友),

교자손(敎子孫) 등에 대해 서술했다. 전(傳)에는 임열부향랑전(林烈婦 娘傳), 두곡선

생전(杜谷先生傳), 칠공자전(七公子傳 - 太宗의 측실현손(側室玄孫)과 그의 아들 6형

제), 김순부전(金淳夫傳), 권씨충효전(權氏忠孝傳), 이승전(二勝傳), 정효자전(鄭孝子

傳) 등이며 이들에 대한 많은 일화를 수록했다. 만록( 錄)의 망양록(亡羊錄)은 당시의

과거제도가 문사기사지재(文詞騎射之才)에만 치중함을 지적했고 전국시(戰國時)의 각

국을 6獸(서(鼠), 묘(猫), 구(狗), 호(虎), 표(豹), 상(象))에 비유하여 그들의 상극지

리(相剋之理)를 논한 것 등 금수조충(禽獸鳥蟲) 등에 비유하여 세정(世情)을 풍자하고

花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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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절익론(折翼論)에는 진사기(晋史記)에 실린 도사행(陶士行)의 꿈 등을 인용한 것

이있다. 

4.5 唐律廣選

1) 책의형태사항

서명 唐律廣選

편·저자 李敏求

간행년도 仁祖 12(1634)

판종 木板本

권책수 零本1冊. 소장본은卷之 1-3임

책크기 27.3x18.6cm

판식 四周單邊. 有界

행관 11行19字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0.1×13.9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저자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

洲)·관해(觀海), 본관은전주(全州)이다. 1609(광해군 1)년 진사가되고 1612년 증광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수찬(修撰)·지평(持平)·선위사(宣慰使)·응교(應敎) 등을 지

냈다. 1623(인조 1)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후이듬해이괄(李适)의난때장만(張晩)

의 종사관(從事官)으로난을진압했다. 1626년 대사간을거쳐이듬해정묘호란때병조

참판으로 세자를 모시고 남으로 피난했다. 1636년 이조참판·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를 거쳐 병자호란 때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에 모시려 하 으

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후에 돌아와 경기우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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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되었으나 강화 함락의 책임으로 아산(牙山)에 귀양가고 1643년 변(寧邊)에 이

배(移配)된 후 1649년 풀려났다. 문장이 뛰어나고 특히 사부(詞賦)에 능했다. 저서에

《동주집(東洲集)》, 《독사수필(讀史隨筆)》, 《간언귀감(諫言龜鑑)》, 《당률광선(唐律廣

選)》등이있다.

3) 해제

이민구(李敏求)가당나라시인들의칠언율시만을모아실은시집이다. 이 책은이민구

가 1634(인조 12)년에 편찬한 것이다. 시(詩)는 네 시기 곧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晩唐)으로 분류되어 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권1)초당(初唐),

칠언율시 87수. 권2)성당(盛唐), 칠언율시 52수. 권3)중당(中唐), 칠언율시 332수 등

이수록되어있다.

4.6 大東韻府 玉

1) 책의형태사항

서명 大東韻府 玉

편·저자 權文海

간행년도 不明

판종 木板本

권책수 20卷20冊

책크기 32x21.7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2.7×17.3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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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자는 호원(灝元), 호는 초간(草澗), 본관은 예천(醴

泉)이다. 아버지는 지(祉)이다. 1560(명종 1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다. 좌부

승지·관찰사를 지내고, 1591(선조 24)년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에 일가를 이루었고,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과 친교가 있었다.

그리고 고래(古來)의 서적을 널리 참고하여 사실(史實)·인문·지리·문학·동물·식

물·예술 등을 총망라해서 운자(韻字)에 따라《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20권)을

저술하 다. 예천의봉산서원(鳳山書院)에배향되었다. 

3) 해제

권문해가중국원나라의음시부(陰時夫)가지은《운부군옥(韻府群玉)》을본따서우리나

라의단군이래조선조까지수천년간의사실을망라하여지리(地理), 국호(國號), 성씨(姓

氏), 효자(孝子), 열녀(烈女), 수령(守令), 선명(仙名), 목명(木名), 화명(花名), 금명(禽

名) 등의 유목으로 나누어 운자(韻字)의 차례로 배열한 책으로 20권 20책의 목판본이다.

음시부가 지은《운부군옥》은 중국 역대 사실을 유별로 나누어 정리하 으므로 역사(歷

史)·제도(制度)·산천(山川)·군국(郡國)·풍요(風謠)·토물(土物)·명유(名儒)·석학

(碩學) 등뿐만이아니라타국과의관계까지모두망라되어운자별로엮은정평있는책이

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것은실려있지않으므로권문해가우리나라의모든서적들을수집

하고또중국의저서중에서우리나라와관계있는서적들을참고인용하여완성한것이다.

본편에 인용된 서목을 보면 중국서적으로《사기(史記)》, 《한서(漢書)》, 《삼국지(三國志)》

등 15종과 우리나라 서적으로《삼국유사(三國遺事)》, 《계원필경(桂苑筆耕)》, 《신라수이전

(新羅殊異傳)》, 《삼국사(三國史)》, 《은대문집(銀臺文集)》, 《고려문집(高麗文集)》, 《고려도

경(高麗圖經)》, 《동국통감(東國通鑑)》, 《고려본사(高麗本史)》, 《동국사략(東國史略)》등

175종인데이중에는오늘날전해지지않는것으로알려진책도많이있다. 권문해가완성

한 후 김성일(金誠一)이 1본을 선조에게 올려 출판하기로 하 으나 임진왜란으로 간행되

지 못하 다. 후에 7세손인 진락(進洛)이 1798(정조 22)년에 초판을 간행하 다. 그 후

1913∼1914년에광문회(光文會)에서활자본으로 9권을발행하고 1950년에는정양사(正

陽社)에서 전질을 1책으로 인 간행하기도 하 다. 표지에는《대동운부(大東韻府)》라고

만 쓰여 있고, 판심(板心)에는《대동운옥(大東韻玉)》이라고 되어 있다. 책머리에는

1798(정조 22)년에 형조(刑曹) 판서인 정범조(丁範祖)가 찬한 서문, 1655(효종 6)년에

김응조(金應祖)가쓴발문, 1670(현종11)년에홍여하(洪汝河)가지은해동잡록발문(海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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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錄跋文)과 범례 24개조, 찬집 서적목록이 실려 있는데 중국 제서(諸書) 15종과 우리나

라서적175종의서명과작자명이실려있다. 권1-4)에는상평성(上平聲) 15자(東, 冬, 江,

支, 微, 魚, 虞, 齊, 佳, 灰, 眞, 文, 元, 寒, 刪)와그운(韻)에속하는 자가들어있는지리

(地理), 국호(國號), 성씨(姓氏), 인명(人名), 종실(宗室), 효자(孝子), 효녀(孝女), 열녀

(烈女), 수령(守令), 선명(仙名), 목명(木名), 화명(花名), 금명(禽名) 등이유별로실려있

다. 권5-8)에는하평성(下平聲) 15자 - (先, 蕭, 肴, 豪, 歌, 麻, 陽, 庚, 靑, 蒸, 尤, 侵, 覃,

咸)와그韻에속하는자(字). 권9-12)에는상성(上聲) 29자 - (董, 腫, 講, 紙, 尾, 語, 虞,

薺, 蟹, 賄, 軫, 吻, 阮, 旱, 潛, 銑, 篠, 巧, 皓,    , 馬, 養, 梗,    , 有, 寢, 感 ) 그 韻字에

속하는자(字). 권13-17)에는거성(去聲) - 30자(送, 宋, 絳,    , 未, 御, 過, 霽, 泰, 卦, 隊,

震, 問, 願, 翰, 諫, 霰, 嘯, 效, 號, 箇, 敬, 徑, 宥, 沁, 勘, 陷)와그韻에속하는자(字). 권

18-20)에는입성(入聲) 17자 - (屋, 沃, 覺, 質, 物, 月, 曷,   , 屑, 藥, 陌, 錫, 職, 緝, 合,

葉, 洽)와 그운(韻)에 속하는 자의어휘가차례로실려있는데, 어휘(語彙)·자(字)·구

(句)의 해석을붙인후에반드시출전을밝혔다. 우리나라의지리·풍물·국호·효(孝)·

열(烈) 등을한시(漢詩)로엮는데는물론역사와국어학연구에도참고가될것이다. 

4.7 閔文忠公奏議

1) 책의형태사항

서명 閔文忠公奏議

편·저자 閔鎭遠

간행년도 不明

판종 木板本

권책수
零本4冊. 소장본은卷之

1-2, 3-4, 5-6, 9-10임

책크기 26.3x17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19.4x12.2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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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조선 후기의 문신인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의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

巖)·세심(洗心),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91(숙종 17)년 증

광문과에 급제하 으나 누님인 인현왕후의 유폐로 등용되지 않다가 1694년 갑술옥사

(甲戌獄事) 후에 등용되었다. 사복시정(司僕寺正)·집의(執義)를 거쳐 1703년 전라도

관찰사로있을때서원이난립되자지방재정의낭비와당쟁의원인을들어이를막았다.

《숙종실록》, 《경종실록》등의 편찬에 참여하고,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하 다.

벼슬은 좌의정· 중추부사에 이르 으며, 노론(老論)의 수로서 활약하 다. 문장과

씨에 능하 다. 조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단암주의(丹巖奏議)》, 《연행

록(燕行錄)》,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등이있다.

3) 해제

단암(丹岩) 민진원(閔鎭遠)의 공거문(公車文)4)과 그 부속 문건을 모은 책이다.

1757( 조 33)년 5책으로 간행되었으나 서파/동산문고 수장본은 권 7-8이 결본인

본(零本) 4책이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신임사화(辛壬士禍)·정미환국(丁未換局)

과 탕평책(蕩平策)의 와중에서 올려진 소차(疏箚)들이다. 김원행(金元行)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 민백순(閔百順)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오랫동안 거관

(居官)하면서 올린 것으로 당쟁(黨爭)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특히 장계(狀啓)에서

는 사회경제사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많다. 본문 아래에는 비답(批答)·전교(傳敎) 등

부기사항을 소자로 수록하고 있다. 저자의 소차(疏箚)를 모은 것으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단암주의(丹岩奏議)》가 있으며 문집과 공거문집(公車文集)의 성격을 띤《단

암만록(丹岩漫錄)》이 전해진다. 후손의 손으로 엮어진 본서는 판본이 흔치않은 귀한

자료이다. 

4) 신하들이 임금에게 상소(上疏)한 . 공거(公車)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선비를 접하는 뜻으로

수레를 내어 맞은 데서 유래한 중국 한(漢)나라의 관서(官署)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수레로 선비

를 맞는 관례는 없었으나, 조선시대 정조 이후 소장(疏章)을 모아서《공거문총(公車文叢)》을 엮

었다. 이 밖에도상소문을모아서수록한문집(文集)으로는《공거문초(公車文抄)》·《공거문휘(公

車文彙)》·《공거유선(公車類選)》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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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愼庵文集

1) 책의형태사항

서명 愼庵文集

편·저자 李晩慤

간행년도 1904

판종 木活字本

권책수 10卷5冊

책크기 30.6x20.2cm

판식 四周單邊. 有界

행관 10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0.8x16.1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저자

조선 말기의 학자인 이만각(李晩慤 1815∼1874)의 자는 근휴(謹休), 호는 신암(愼

庵), 본관은 진성(眞城)이다. 휘운(彙運)의 아들로 외삼촌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뒤에 이병원(李秉遠)에게 심경, 근사록 등을 문의하 으며 과거에는 뜻

이 없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 다. 만년에는 퇴계 선생의 유적지인 양진암(養眞庵)자

리에 정자를 지어 많은 학자들과 강론하 으며 서신왕래는 금서술(琴書述), 유치호(柳

致 ), 신석우(申錫愚), 이휘재(李彙載), 이병하(李秉夏) 등이며 도백(道伯)의 추천으

로선공감역에제수되었으나취임하지않았다. 

3) 해제

이문집은 1904(광무 8)년경 유지호(柳止鎬), 유정호(柳廷鎬), 유연박(柳淵博), 이중

철(李中轍) 등이 편집, 간행하 다. 이 가운데 시(詩)는 주로 산수자연을자신의은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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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흡수시켜 노래한 것이 많으며 선현을 흠모함과 아울러 후진을 양성하는 교훈적인

시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의(辭意)가 평이하면서도 심오하고 실상(實像)을

묘사한 것이 특색이다. 서(書)는 이 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학문에 관한

논술이다. 그 가운데 스승인 유치명(柳致明)과 주고받은 내용은 경전(經典)과 훈고

(訓 )에 대한 논술이 많으며 강운(姜橒)에게는 심성(心性)의 수양방법을 논하 고 유

정문(柳鼎文)에게는 시문학의 궤범(軌範)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 벗인 윤최식(尹

最植)에게 답한 별지에서는 이황, 기대승 사이의 사칠이기(四七理氣)에 대한 논변이 8

년에 걸친 서신왕래 끝에 이미 결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사람들이 지금도 분쟁하

고 있음을 지적, 많은 고증을 들어 부연 설명하 다. 잡저 중「암후류기(巖後類記)」는

상하 2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편은《대학》, 하편은《중용》으로서 그 가운데 미사오

지(微辭奧旨)에 관한 제유(諸儒)들의 주석이 간혹 본뜻에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 고증

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여 자신의 견해를 붙여 장구(章句)의 뜻을 밝

혔다.

4.9 心經講錄刊補

1) 책의형태사항

서명 心經講錄刊補

편·저자 李德弘

간행년도 1795

판종 木板本

권책수 1冊(76張)

책크기 33.6x22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18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1.6x16.6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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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자는 굉중(宏仲), 호는 간재(艮

齋), 본관은 천(永川)이다. 습독(習讀) 현우(賢佑)의 아들이며 복홍(福弘)의 아우로

안동 예안에 살았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1578(선조 11)년 조정에서 이름난 선비 9

명을 등용할 때 4위로 뽑혀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이 되고, 종묘서(宗廟署) 직장·세

자익위사부수(世子翊衛司副率)를 거쳐 춘현감(永春縣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

란때는왕을의주(義州)로 호종했다. 특히 주역에밝았고, 《중용》, 《심경(心經)》, 《고문

전후집(古文前後集)》, 《가례(家禮)》등을 주석했다.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천의 우계

서원(迂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주역질의(周易質疑)》, 《사서질의(四書質疑)》,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 《주자서절요강록(朱子書節要講錄)》등이있다.

3) 해제

이상정(李象靖)이이덕홍(李德弘)의《심경강록(心經講錄)》에서누락된부분과해석하

기 어려운 자구(字句)를 뽑아 주석을 붙인 책이다. 1795(정조 19)년 김종경(金宗敬),

김종덕(金宗德)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이만운(李晩運)의 서문과 김종덕의 발문이 있

다. 범례, 서(序), 찬(贊), 심학도(心學圖) 등을 비롯하여 제1편에는 인심도심장(人心道

心章), 제2편에는성의장(誠意章), 제3편에는우산지목장(牛山之木章), 제4편에는계명

이기장(啓鳴而起章) 등을 본경(本經)의 순서에 따라 수록하 다. 이 책은《심경강록》을

근거로 하여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이덕홍과

이함형(李咸亨)이 문답한 내용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뜻이 미진한

곳이나 누락된 곳이 있으면 원집을 대조하여 보충하 다. 자기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서는〔안(按)〕자를 쓰고 해석을 첨가하 다. 또한 제가(諸家)의 설을 인용하여 설명한

곳이많다. 《심경》은원래송대의학자진덕수(眞德秀)의저서인데《심경강록》에는진덕

수에 대한 해설이 없으나 이 책에서는 서장(序章)에서 저자의 약력과 행적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찬장(贊章)에서는《심경강록》의“의인중정(義仁中正)”을“의인”과“중정”으로

분리하여설명하 고《심경강록》에“유이무형(惟理無形)”의항목이없는데그것을표출

하여해석한것등의특색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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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易學啓蒙要解

1) 책의형태사항

서명 易學啓蒙要解

편·저자 世祖命撰 ; 崔恒 [外] 編

간행년도 不明

판종 筆寫本

권책수 4卷2冊 : 揷圖

책크기 26.9x17.2cm

판식 四周單邊. 有界

행관 8行字數不定.註雙行

판심

판면(반광)크기 半郭 ; 19.6x14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교정·보해자

조선초기의문신이며학자인최항(崔恒 1409∼1474)의 자는정부(貞父), 호는 태허

정(太虛亭),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434(세종 16)년 알성문

과에 장원급제하고, 집현전학사로《훈민정음(訓民正音)》창제와《용비어천가(龍飛御天

歌)》편찬에, 수찬관으로《세종실록(世宗實錄)》편찬등에참여하 다. 1453(단종 1)년

계유정란 때 동부승지로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이듬해《공신

연곡(功臣宴曲)》4장을 지었다. 1455(세조 1)년 좌익공신 2등에 녹훈되고, 호조·이조

참판, 형조·공조판서등을지냈다. 1459(세조 5)년《육전(六典)》수찬을비롯하여《관

음현상기(觀音現相記)》, 《십이준도(十二駿圖)》등을 편찬하 고, 《명황계감(明皇誡鑑)》

을 언해하 으며《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수하 다. 이 밖에《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등을 찬수하 으며, 삼정승을 두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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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성종 1)년 부원군에 진봉, 1471년 좌리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역사·언어에 조

예가 깊었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표전문(表箋文)을 도맡아 썼다. 저서에《태허정집

(太虛亭集)》등이있다.

3) 해제

세조가 명찬(命撰)한 것으로 최항(崔恒) 등이 교정, 보해(補解)한 것이다. 1465(세조

11)년 송나라의주희가찬한역학계몽(易學啓蒙)을 공부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해

석한 책이다. 각 권의 편차는 권1은 본도서(本圖書), 권2는 원괘(原卦), 권3은 명시책

(明蓍策), 권4는 고변점(考變占)으로되어있으며부도(附圖)로는옥재호씨통석부도(玉

齋胡氏通釋附圖), 복희칙하도이작역도(伏羲則河圖以作易圖), 대우칙낙서이작범도(大禹

則洛書以作範圖), 선천팔괘합낙서수도(先天八卦合洛書數圖), 후천팔괘합하도수도(後天

八卦合河圖數圖), 복희육십사괘방도(伏羲六十四卦方圖), 소자천지사상도(邵子天地四象

圖), 주자천지사상도(朱子天地四象圖) 등이 있고, 또 서의(筮儀)가 부록되어있다. 발문

에서“주역을 배우는데 있어《역학계몽》은 학자의 지침이 되나 어의(語義)가 정심(精

深)하여처음배우는사람에게는뜻을알수가없다고왕께서분부하시어우리들이교정

하고혹미진한것같으나또한보해(補解)하 다”고저작경위를밝히고있다. 이 때교

정과 보해에 참여한 이는 최항(崔恒), 한계희(韓繼禧)와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

愼), 구종직(丘從直), 정자 (鄭自英), 정난종(鄭蘭宗), 유희익(兪希益), 어세공(魚世

恭), 최자준(崔自濬), 유진(兪鎭) 등 9명이었다. 부록의「서의(筮儀)」에는시점(蓍占)의

방법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역학의 입문서요, 《역학계몽》의 해설서

로서쓰여진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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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齋訥齋兩先生遺稿

1) 책의형태사항

서명 齋訥齋兩先生遺稿

편·저자 李宗準, 李弘準

간행년도 1911

판종 木板本

권책수 2卷1冊

책크기 30.6x21.2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18字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19.1x16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內容 : 齋先生遺稿 / 李宗準著. - 訥齋先生遺稿 / 李弘準著.

2) 저자

이종준(李宗準 ?∼1499)의 자는 중균(仲均), 호는 용재( 齋), 본관은 경주(慶州)이

다. 시민(時敏)의 아들로 안동사람이다. 선생은 1477(성종 8)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486년 문과에 급제하 다. 이듬해 정자에서 이조랑, 1488년 홍문관교리가 되어 사가

독서(賜暇讀書)하고 1492년 수찬이 되었고 이듬해 검상(檢詳)에서 사인(舍人)에 오르

고 이어서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시명(詩名)을 중국에 날렸다. 1492년 의

성현령(義城縣令)이 되었고 1498(연산군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유자광

(柳子光), 이극돈(李克墩)의 무고(誣告)로 북변(北邊)에 유배되어 가는 길에 고산역서

(高山驛書)의 시(詩)를 썼다가 다시 형국(形鞠)을 당할 때“수양산(首陽山)이 멀어 내

묻힐곳이없다”고외치고죽었다. 

이홍준의 호는 눌재(訥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시민(時敏)의 아들로 안동사람이

다. 1486(성종 17)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후진교육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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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丑

1498(연산군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중형 용재공( 齋公)이 화를 당한

후로가족을이끌고 천(永川)의 두암(斗巖)에 은거하여남전여씨(藍田呂氏)의 향약에

의거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월삭(月朔)에 회강(會講)하니 풍속이 일변하게 되었다. 중종

반정후덕행천(德行薦)으로소명이있었으나병으로사양하 다. 

3) 해제

이 문집은 1911년 후손 도형(道炯), 재윤(在胤) 등이 편집, 간행하 다. 《용재선생유

고》의 시(詩)중「추강여정중승월괘비파고문도사출…연구(秋江與正中乘月掛琵琶敲門

倒 出…聯句)」에서는 서울에 거주할 당시 남효온(南孝溫), 이정은(李貞恩) 등의 명사

들과교우하며세속에초연하 던작자의기상을엿볼수있다. 「청복소릉계(請復昭陵

啓)」는 1496(연산군 2)년 정언으로 있을 때 김극뉵(金克 ), 이의무(李宜茂), 김일손

(金馹孫), 한훈(韓訓), 조위(曺偉) 등과 함께 문종비 권씨의 복위를 건의한 이다. 『눌

재선생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잡저 중「동약(洞約)」은 오지의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만든동규(洞規)로서각 5항의벌칙(罰則)과부조(扶助)로되어있다. 

4.12 纂註杜詩澤風堂批解

1) 책의형태사항

서명 纂註杜詩澤風堂批解

편·저자 李植

간행년도 不明

판종 木板本

권책수 26卷13冊, 目錄, 合26卷14冊

책크기 30.1x21.3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3.3x17.9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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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이식(李植 1584~1647)의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본관은 덕수(德水),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610(광해군 2)년 문과에 급제,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

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벼슬을버리고낙향, 1623년 인조반정후이조좌랑이되었다.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을 때 실정(失政)을 논박하다가 좌천되었다. 1642(인조 20)년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義

州)에서 구치(拘置)되었으나 탈주하여 돌아왔다. 벼슬은 대사헌·형조판서·이조판서

에 이르 다. 장유(張維)와 더불어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선조실록(宣祖實錄)》의 수정을 맡아 하 다. 저서에《택당집(澤堂集)》, 《초학

자훈증집(初學字訓增輯)》등이있다.

3) 해제

두보(杜甫)의 율시(律詩) 1,400여 수에 대한 중국 역대의 주해(註解)를 모아 싣고 끝

에 자기의 비평(批評)을 붙인 것이다. 1739( 조 15)년 증손 기진(箕鎭)이 경상도관찰

사로 있을 때 간행했다. 여조(麗朝) 때부터 문헌에 간혹 소개되기는 하 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부터 왕가의 비호아래 사대부들의 특별한 애호를 받아온 두보의 시는 1434(세종

16)년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된 이후 5차에 걸쳐 각기 다른 활자(活字) 및 목판(木板)

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들은 모두 중국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며 언해본(諺解

本)도 성종 때에 초간 되었고 인조 때 다시 중간되었다. 두시에 대한 중국의 주해(註解)

는 송대(宋代) 채몽필(蔡夢弼)의《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을 효시로 하는데,

이것은 두시를교정(校正)·편년(編年)하여 작의(作意)를 설명하고고사(故事)를 각 문

헌에서인증(引證)하고아울러전주(箋註)한것이다. 이후두보에대한주해(註解)가성

행하여 각가(各家)의 합주본(合註本)이 여럿 나왔다. 청대(淸代)에는 고증학(考證學)의

향으로 더욱 발달하여 두서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오가평본(五家評本)의《두공부집

(杜工部集)》, 전겸익(錢謙益)의《두공부집전주(杜工部集箋註)》, 주학 (朱鶴齡)의《두

공부집집주(杜工部集輯註)》, 구조오(仇兆鰲)의《두소육상집주(杜少陸詳集註)》등이 나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보 시집을 발간할 때마다 이들 전주자(箋註者)나 학두보자(學

杜甫者)의 제평설(諸評說) 및 주해(註解)를 실어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채몽

필(蔡夢弼)의《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과 원조(元朝) 고초방(高楚芳)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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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분유두시(纂註分類杜詩)》를 복간(覆刊)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집주(集註)하고 각기 새

로운 설(說)을 보주(補註)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모두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이므로 개인적인 견해는 표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택당(澤堂)의《두시비해(杜詩批

解)》는 유일하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전두시서(專杜詩書)이며 중국의 것을 개

성적으로 고구(考究)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는 역작(力作)이다. 수록 순서는 권1)에 두

시총평(杜詩總評), 두공부본전(杜工部本傳)이 있고 주자가 쓴「장국화두시집주발(章國

華杜詩集註跋)」, 이에대한택당의간략한제(題)에 이어송시열이쓴「두시점주발(杜詩

點註跋)」이 있고 택당의 자서(自書), 「두시비해발(杜詩批解跋)(1640)」과 간행시에 이

기진(李箕鎭)이 쓴 발문(1739)이 있다. 「두시총평」은 역대 두보에 대한 평을 간략히

소개한 것으로 왕태원(王太原:琪), 왕안석(王安石:介甫), 황산곡(黃山谷:庭堅), 채몽필

(蔡夢弼), 엄창낭(嚴滄浪:羽), 유수계(劉須溪:辰翁), 촉군우집(蜀郡虞集)의 순서이고,

「두공부본전(杜工部本傳)」은《신당서(新唐書)》에 있는 두공부(杜工部) 본전을 전재(轉

載)한 것이다. 주자의 을 실은 것은 두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한 예를 들고 이를 지

지하는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보인 것으로 송시열도 이에 찬동을 표하고 있다. 「두시비

해발」에의하면택당이주로참고한것은당본(唐本)이라되어있는데내용으로보아특

히채몽필(蔡夢弼)·왕수(王洙)의 주(注)를 많이 참고하 으며시가(詩歌)의 편차는 채

몽필주(蔡夢弼註)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전 40권)의 편년체를 따랐는데,

우리나라에서인간된두보시집은모두주제별로나눈분류체제이므로이것과같은순차

는없는것같다. 택당이 이를시작한것은병란전(兵亂前)으로 이때당본(唐本)을 얻어

이것을 중심으로 교정(校定)을 하 으나 병란 때 이를 잃어버린 후, 향본(鄕本)을 얻어

다시 증보(增補)하 으나 고시(古詩)·배율(排律)은 끝내지 못하고 율시(律詩)에만 그

쳤던것이다. 전주(前註)한 이 당본(唐本)을 택당사후다시얻게되었으므로아들인외

재(畏齋) 이단하(李端夏)가 간행하려 하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다. 증손인 기진(箕

鎭)은 이를 간행함에 있어 양본(兩本)을 합하여 편차는 당본(唐本)에 의지하고 전주(箋

註)는 향본(鄕本)을 주로 하 으나 너무 번잡하고 겹치는 것은 간추리고, 전주(前註)인

당본(唐本)의 주(註)가 후주(後註)인 향본(鄕本)의 주(註)를 보(補)할 수 있을 때에는

과감히 이를 함께 적어 놓았다 하 다. 이 향본(鄕本)이 우리나라에서 간인된 두보시집

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시 이기진(李箕鎭) 등의

산집(刪集)의 노력이 기울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권1)에는 이 들 외에 전권에 대한

목록이 상·하로 나누어져 첨부되어 있다. 인용된 인각(人各)은 약자로 표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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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몽필(夢弼)·사(師)·수(洙)·학(鶴)·조(趙)·언보(彦輔)·정(鄭)·공자주(公自

註) 등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보주(補註)·택당(澤堂)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겸익

(錢謙益), 주학령(朱鶴齡), 구조오(仇兆鰲) 등 청대(淸代)의 평주(評註)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이므로 참조되지 않았다. 두시에 대한 연구의 기본서가 될 뿐 아니라, 당시 두

시에대한이해도를짐작케하는데중요한자료가된다. 

4.13  沖齋先生逸稿

1) 책의형태사항

서명 沖齋先生逸稿

편·저자 權

간행년도 1671

판종 木板本

권책수 4卷2冊 ; 揷圖, 遺墨

책크기 31.7x20.7cm

판식 四周雙邊. 有界.

행관 10行20字.註雙行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면(반광)크기 半郭 : 21.3x16.4cm. 간행종류

간행처 不明 지질 닥종이

2) 저자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권벌(權 1473∼1548)의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

재(沖齋)·훤정(萱亭),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안동출생으로

할아버지는 부호조(副護早) 곤(琨)이고, 아버지는 성균생원 증 의정 사빈(士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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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주부(主簿) 윤당(尹塘)의 딸이다. 1496(연산군 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07(중종 2)년 문과에 급제하 다. 그 뒤 예문관검열, 홍문관수찬·부교리·사간원정

언 등을 역임하 다. 1513년 사헌부지평으로 재임할 때, 당시 신윤무(辛允武), 박 문

(朴永文)의 역모를 알고도 즉시 상변(上變)하지 않은 정막개(鄭莫介)의 당상관계(堂上

官階)를 삭탈하도록 청해 직신(直臣)으로 이름을 떨쳤다. 1514년 이조정랑에 임명되었

고, 그 뒤 호조정랑이 되었으나 얼마 뒤 천군수가 되었다. 1517년 장령을 역임하고,

1518년 승정원동부승지·좌승지·도승지와 예문관직제학 등을 거쳐, 1519년 예조참

판에 임용되었다. 이 때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들이 왕도정치를 극렬히 주장하

자, 기호지역 사림파와 연결되어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를 조정하려고 하 다. 그 뒤 아

버지가 연로하고 풍병(風病)이 있음을 들어 삼척부사를 자청하여 나갔다. 11월 기묘사

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귀향하 다. 15년간을 고향에서 지내다가 1533년

복직되어 용양위부호군(龍 衛副護軍)에 임명되었고, 양부사를 거쳐, 1537년 12월

한성부좌윤, 이듬해 2월에는 경상도관찰사, 10월에는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539년

3월에병조참판에임용되고, 6월 한성부판윤에올랐다. 7월 종계변무(宗系辨誣)에관한

일로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동지사 임권(任權)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왔다. 1540년 병조판서·한성부판윤에임용되었으며, 1541년 5월 예조판서, 11월

의정부좌참찬에 임용되었다. 1542년 5월 장령이 되었으며, 1544년 정월 다시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었다. 1545(인종 1년)년 5월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고, 같은해 7월 명

종이어린나이로즉위하자원상 (院相)에임명되어활동하 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해 8월 이기(李 ), 정순붕(鄭順朋), 허자(許磁), 임백령(林

百齡) 등 소윤윤원형(尹元衡)의 세력이대윤윤임(尹任) 세력을배척하자, 이에 반대해

윤임, 유인숙(柳仁淑), 유관(柳灌) 등을 적극 구하는 계사(啓辭)를 올리기도 하 다. 곧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책록되었고, 길원군(吉原君)에 봉해졌으나, 9월 우의정 이

기, 우찬성 정순붕 등이 자기들과 논의가 다르다고 반대해 삭훈되었고, 10월 사헌부와

사간원의탄핵을받아파면되었다.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에연루되어처음구례로유

배지가 결정되었으나, 곧 태천(泰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삭주(朔州)에 이배되어 이듬

해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는 재직기간 동안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참찬관(參贊官)

등으로 왕에게 경전을 강론하기도 했으며, 중종조 조광조·김정국(金正國) 등 기호사림

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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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개혁 정치에 남 사림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 다. 1567년

신원(伸寃)되었고, 이듬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1588년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제향되

었으며, 1591년(선조 24)에는 의정에추증되었다.  

3) 해제

이 일고는 그가 죽은 지 120여 년 뒤인 1671(현종 12)년 그의 종손의 주선으로 간행

되었다. 계사(啓辭)는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윤임(尹任),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

등 3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한 상소문이다. 그러나 주(註)에「전문불전(全文不

傳)」이라 한 것을 보아 이것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임이 확실하다. 이밖에 부록에는

봉안제문(奉安祭文)·상향축문(常享祝文)·제원사문(祭院祠文)·제묘문(祭墓文)·답

원유서(答院儒書), 기타 청액소(請額疏)·서원상량문(書院上樑文) 혹은 명사(名士)들

의만장(挽章), 기적무록(記蹟撫錄) 등이있는데모두작자(作者) 개인과관련된문건들

이다. 본집 이외에 1752년에 간행된《충재선생문집(沖齋先生文集)》이 있는데, 본집보

다내용이훨씬더방대하게망라된책으로, 본집을보완중간한것이다. 그의문장에대

하여 허목은 서문에서“그의 은 충후간엄(忠厚簡嚴)하여 일자일언에 모두 사람들을

깨우치는바가있다”고하 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서파/동산문고의 고서에 대하여 전체적인 현황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

았다.

서파 류필 은퇴계의학통을계승하여권연하, 이만각, 김도화 등과교류하면서을미

사변이 일어나자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한 파리장서에 서명하기도 하 다. 동산

또한 아버지의 향으로 이상용, 장지연, 신채호 등과 시국을 논하고 교육을 통하여 나

라를구하고자안동에협동학교를세워민중교화에앞장서면서유교개혁운동을전개하

다.

이 문고의고서는많은수량이아니지만서파와동산의사상적인경향에서알수있듯

이 장서의 대부분이 철학과 문집류, 역사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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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도 있으나 대부분이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의 판본들이다. 특히 문집류는 그 당시

에 교류한 인물들에 대한 사상과 철학, 남 지방의 사회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라 생각된다. 남의 거유(巨儒)를 많이 배출한 안동에 위치한 안동대학교 도

서관에는많은고서가소장되어있지않은가운데이자료들은국학연구뿐만아니라고

유문화를이해하고이를연구하는데있어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이라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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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03년에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회에서소속소원회를대상으로공모한논문중에

서최우수작으로선정된것임.

2)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회열람연수분과소속의소위원회로 13명의열람봉사과직원을중심으

로구성되었으며책임연구자는오혜 사서(ohy637@mail.nl.go.kr)임. 

국립중앙도서관이용자행동연구1)

- 서고자료신청대, 정보봉사실, 주제별자료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봉사개선소위원회2) 

1. 서론

정보통신과컴퓨터의발달은모든분야에서변화를가져왔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자료가 출현하고 학문은 세분화되는 등 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

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책이 출간되는 지금처럼 전통적 도서관

과 디지털도서관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또한 급속

목차

1. 서론

2. 이용자행동분석

2.1 서고자료신청대

1) 참고질문

2) 자료신청

3) 자료이용

2.2 정보봉사실

1) 참고질문

2) 참고질문유형및정보원

2.3 주제별자료실

1) 참고질문

2) 자료이용

3. 이용자불평행동

1) 자료이용시스템

2) 이용자의도서관에대한인식부족

3) 기타

4) 사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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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은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요구가변하면그역할의내용과방법도변화하는것이당연하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관종을 불문하고 이용자 지향적 서비스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국

립중앙도서관역시각각의중요한기능들중국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중추적기

관으로서의그역할의중요성또한빼놓을수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이이러한역할을능동

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이용자서비스에대한장기정책의수립, 합리적인의사결정, 그

리고객관적인평가자료를토대로하여이용자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특히 이용대상자가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이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의 특징 중 하나

이며 이러한 이용자의 이용행동 조사는 도서관 봉사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있다. 이들의이용행동분석을기초로하여사서가이용자에게능동적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이용자를만족시키고서비스의질적변화를야기시킬수있는것이다. 

본 연구는보다개선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초자료마련에그목적을두고국립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하 다. 서고자료신

청대·정보봉사실·주제별자료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용행동을 살펴보고 더불어 대

표적인 참고정보원을 소개하여 각 자료실 참고상담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현장에서의

이용자서비스관련상황을전반적으로파악해보는것에그목적을두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용자 행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등의 과학적이고도 객

관적인 데이터 활용을 모색하지 못하고 다만 실별로 1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서와 이

용자와의 1:1 대면 참고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이나 대화 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정보(성별, 직업등) 등을업무용노트에기록, 활용하는것에그친점이다. 때문

에이용자그룹을구분할수있는한요인인연령과같은경우는자료신청서를제출하는

이외에는 30대, 40대처럼 대략 유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용목적, 이용자료 등 자료이

용에 대한 구분별 통계치는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본 연구회 수집 자료에 2003년도 국

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한『국립중앙도서관의 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력운 방안 연구』를

참조하여작성하 다.      

2. 이용자행동분석

각 자료실 담당사서들에 의한 이용자 이용행동 조사에 따르면 서고자료신청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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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실, 2·4층의 주제별 자료실이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개 자료실로 항목을 구분하여 참고질문·자료접근·이용 행동을 살

펴보고이용자불평행동에대해서는독립된항목으로따로기술하 다.      

2.1. 서고자료신청대

서고자료신청대는 폐가제로 운 되므로 개가제 도서관에 익숙해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용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봉사에 있어서도 시간여건

상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봉사실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불

편한점이라고여겨진다.  

1) 참고질문

자료를신청받고대출하는폐가제자료실은빠른서비스가가장중요한서비스중의하

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즉답형 질문이 가장 많은 실로 조사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심도있는상담이필요한질문도종종있으나대출·반납업무의특성상자료조사

등으로시간이소요되는상담은이용자에게양해를구하고정보봉사실로안내하고있다.   

즉답형 질문중가장많은것이위치를묻는질문이다. 현관 안내데스크와정보봉사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각 자료실 및 복사실의 위치부터

식당,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위치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다. 자료이용에 관련된 질문은

도서관전체적인이용방법이나이용가능시간등과소장하고있는자료의형태가다양한

관계로MF 자료나 DB자료등의이용법에관한문의가많다.

2) 자료신청

첫째, 서고자료신청대를 찾는 이용자 열명 중 세명 정도는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거나

이용자가원하는주제분야정도만알고오는경우이다. 이때 자료신청이많은시간을제

외하고는 간단한 참고상담 후 사서가 직접 자료검색을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원하는 자료에 대한 기본서지정보를 알고 오는 이용자

는 두명 정도로 메모지를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며 도서관 소장 여부 등 자료 검색 및 신

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역시 사서가 직접 검색해서 소장여부를 알려주거나 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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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안내하는때가많으며이용자가많은시간에는검색 PC 사용법을알려주며자율적

인 자료신청을 유도한다. 셋째,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검색한 후 신청하는 경우로 약

50%의 이용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

력운 방안 연구보고서』(58쪽)에도 도서관 이용시 자료검색방법으로 도서관의 카드목

록(〓온라인목록: 이용자들은 카드목록도 온라인목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됨) 이

용이 53.2%에이른다고보고되고있다. 

3) 자료이용

서고자료신청대는 전 주제를 망라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되는자료및그이용계층또한다양하다. 

KDC자료2)(단행본)의 경우 현재(2003년도말 까지) 발간년도가 1997년 이전 자료만

소장하고 있으나 굳이 신간위주로 보아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출판년도는 이용률에

큰 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용자가 주제실 서가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관련자료 전체를 한번씩 끄집어 내어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를테면 원하는 분야의 자료라면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도록 출판년도에 관계

없이대출되고있는것이다. KDCP·KDCP GP3) 자료는 초판본을찾는출판관계자또

는 연구원, 학생 등의 이용률이 특히 높으며 서양서는 자료특성상 외국인이, 교과서는

교사들의 이용이 많다. 조선문4)이나 구동서5)는 조선총독부 시기에 발간된 자료로서 해

방전후 세대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관계 연구자나, 일본인의 이용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악보, 고지도 같은 비도서자료의 이용도 1일 1건 이상이며 이들 자료

의이용특성은얼른얼른보고반납할수있기때문인지한사람의이용자가수십건이

상이용할때가많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1984년부터동양서분류에KDC를적용함.

3) 국립중앙도서관은 동양서를 1946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KDCP로 분류함. GP는 정부간행물

별치기호임. 

4) 조선총독부도서관 시절 수집된 자료로서 그 내용이‘조선’에 관한 자료를 말함.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도서관은‘朝鮮門’이라는분류항목을별도로두고우리나라에대한정보가수록된각종자

료를집중적으로수집함. 부록으로만주, 몽고, 시베리아도포함하고있다.

5) 조선총독부도서관이수집한동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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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정보이용의시기변동률이가장높은이용자군으로학생들을들수있다. 그들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기간을 이·삼주일 정도 앞두고 자료신청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며방학기간중이용률이가장낮아진다. 이들학생들의정보이용특성중하나로

광범위한자료신청을들수있다. 자료를키워드나서명으로검색후출판년도에관계없

이 구양서나 구동서, 조선문 등을 제목만 보고 무조건 신청하며 자료를 대출받는 즉시

소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하는 경우이다. 담당사서가 이용자를 위

하여(대체적으로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하고

싶어 한다) 자료에 대한 출판년도나 본문의 언어 등을 안내하며 해당 자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안내할수도있지만대개의경우사서자신이자료대출이힘들어그러는걸로

오해하여민원발생소지가있기때문에그대로접수·처리하고있다. 

4) 참고정보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의 특성상 심층적인 참고봉사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KOLIS 검색프로그램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많은참고정보원을필요로하

지는 않고 검색과 더불어 주로 각 자료에 대한 목록을 업무용 참고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이 제한되는 딱지본이나 귀중본 자료의 경우 검색만으로는 쉽게 판별이 어려우

므로 귀중본 목록 및 딱지본 목록을 이용하여 안내하고 조선문 자료 안내에는 장서분

류목록6)을 참고로 하고 있다. 그 외의 참고정보원으로는 MF 목록, WEB DB 목록 등

이 있다.

2.2 정보봉사실

정보봉사실은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온라인 목록 검색, 참고봉사를 제공함으

로써 지식정보제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FAX, 서신등을통하여각종참고상담및정보제공을하고있다. 

정보봉사실에 제공한 참고질의 응답 건수는 2002년 기준 총 161,729건으로 1일 평

6) ‘해방이전일서부’4책과‘서양서편’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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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01건7)이다. 501건에 대한참고질의는방문과전화상담이주를이루고있으며인터

넷의 발달로 전자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 서신 및 팩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으며 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상담은요청하는방법에따라이용행태가여러가지로나타난다. 이런 행태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런 차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좀더 나은 참고봉사와 정보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1) 참고질문

① 직접문의

도서관을직접방문하여상담하러오는이용자는대체로처음도서관을이용하는이

용자가많다. 도서관이용법및실별위치를묻는질문이가장많고다음으로자료검색

및 검색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세 번째가 자료이용법, 과제물·논문을 쓰기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를 묻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개인 소송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는경우(토지및독립운동사실등) 등이있다. 

이용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자료에 관해 구체적인 접근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져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한다. 예

를 들면 한 이용자가“지도를 보려면 몇층으로 가야 돼요?”라는 질문을 하면서 몸은

엘리베이터를 탈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때 이용자를 데스크 쪽으로 끌어들이

면서질문을해야한다. 몇 년도에발행된것을원하는가, 어느 지역인가, 용도는무엇

인가, 지도책을 원하는가, 낱장지도를 원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때 사서들이 주의할 점은 나이

가 많은 분들은 거의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다는 것이다. “지도면 지도지 이렇게 이

용하기가복잡해서야어디이용하겠는가”가그들이화를내는요지이다. 이럴 때는도

서관의 입장을 설명하기 보다는 친절한 태도와 음성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민원불만을 확대시키지 않는 현

명한대처방법이다. 

7) 『2002년도국립중앙도서관연보』.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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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질문

전화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질문 형태는 회의 시간 임박 등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한

다는소위시간을다투는질문, 도서관이용시간관련, 원하는자료의소장여부, 백과

사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다. 최근 들어 외국 원서에 대한 번역서 소장 여

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번역 서명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대형

서점에서국립중앙도서관을안내해주고있기때문이다. 

우선전화상담은상대방의이야기를다듣고나서질문하는것이통화시간을줄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담 중 내용을 메모하고 자

료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난도의 검색 시에는 상담자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필

요한경우상담자의전화번호를받아놓고검색후전화로알려주고있다. 

③ 인터넷과 메일

인터넷과메일을이용하여참고상담을요청하는이용자는날로늘어나고있다. 그러

나 질문 형태가 일방적이므로 상담에 대한 내용을 메일이나 전화로 재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이곳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담은 고난도의 참고질문과 학교과제물을 해결하

기 위한 질문이 많다. 또한 해외 유학생이 국내자료를 구하기 위한 질문도 늘어나고

있다. 

④ FAX, 서신

FAX와 서신을통한참고상담은갈수록줄어들고있다. 팩스를통한상담은 2002년

도에 총 4건 밖에 안되며 내용은 자료복사에 대한 질문이다. 서신을 이용하는 상담의

특징은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나열하며 해결 방안(주로 법적)을

요청하는 호소가 많은 것으로 이용자는 주로 50대 후반이다. 이런 경우 사서는 이용

자에게해줄수있는일과없는일을분명하게알려주어야한다. 

2) 참고질문유형및정보원

정보봉사실에서 자주 접하는 참고질문 유형은 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질문이 다수

를차지하며이에대한정보원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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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급제한 사실 또는 과거급제자 명단을 알고자 하는 경우

질문 예) 조상중에 ○○○께서 조선시대에 △△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보면 될

까요.

과거합격자 명부로는「방목」이 있으며 시험종류에 따라 문과급제자 명부는「문

과방목」, 무과급제자 명부는「무과방목」, 잡과는「잡과방목」,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사마방목」이라한다.

조선시대「국조문과방목」(조선 전 시기의 문과 합격자를 집성한 종합목록)과「사마

방목」은 DB화 되어있어 다양한 색인활용도 가능하다. 그밖에 신라와 고려시대 과거

급제자명단으로「해동용방」, 「고려문과방목」등을참고할수있다. 

② 족보문의

질문예) ○○○씨조상을좀찾아보려합니다.   

족보는 한 씨족의 계통을 기록한 책이다. 족보에 수록되는 범위에 의하여 일반적으

로족보라고부르는한동족(동성동본) 전체의계보, 한 동족안의한분파(分派)의세

계에 한하는 파보(派譜), 국내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의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명칭은 세보, 족보, 파보,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家乘譜) 등

다양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각 성씨별로 약 9,000 여종 30,000 여책의 족보를 소장하고 있

으며 족보 열람시에는 본관, 성씨, 무슨 파, 몇 대손, 항렬자를 알고 있어야 쉽게 찾을

수있다.           

③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나 특정인물의 업적(행적)에 관한 문의

질문예) 우리선조가세종때○○상소문을올렸다고하는데기록이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는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식민통치

기에 만들어진「고종·순종실록」은 사실 왜곡의 위험이 있어 엄 한 고증이 요구되는

자료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는「조선왕조실록」을 왕조별로 분담하여 국

역 간행하 다. 또한 1995년에는 국역실록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검색 기능

을 가지고 분류색인 이용이 가능한 CD-ROM을 발간하 다.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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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태조에서 순종까지의 국역실록을 총 400책으로

간행하 다. 

④ 관할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관한 질문

질문예) 일제시대○○동의관할행정구역이어디 는지?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관한 대표적인 참고정보원인「한국행정구역총람」은 행정구역

별변천사와현재의 역을표시하고있다. 일제시대행정구역에관한자료로는「지방

행정구역명칭일람」이 대표적이며, 관할 행정 구역 및 명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자료이다.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행정구역 및 명칭에 관한 참고정보원은「지방행정구

역명칭일람」과「(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등이 있다. 또한 각 지방

「통계연보」에기재된「행정구역일람」을통해그지역의행정구역을확인할수도있다. 

⑤ 독립운동가의 활동내용, 관련사건 기록에 관한 질문

질문예) 독립운동을했던○○○이라는인물에관한사건또는기록은?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인「일제하사회운동인명색

인집」(역사문제연구소편, 1992)에는 1919년 3.1운동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국

내외에서활동한민족해방운동가와사회운동가가인명·지명순으로기술되어출신년

도, 활동지역, 관련단체, 사건등을확인할수있다. 

이밖에 참고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인명색인집으로는「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제2집 제1권 : 일정편)」과인물및그인물관련사건을파악할수있는신문기사색인

집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조선일보항일기사색인(1920∼

1940)」, 「동아일보색인(1920∼)」등을소장하고있다. 

그 외 독립운동에관한중요한자료로서독립운동단체및 3.1운동등에투신한국내

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본의 신문과 재판기록을 번역·편찬한「한민족독립운동자

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6∼)이 있다. 또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국사편

찬위원회, 1991∼1993)은 8.15 해방이전조선총독부에위해검거·투옥된인사들의

신상기록카드를 인한자료이다.  

참고로「독립운동사자료집」1∼14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7)은 색

인이수록되어있어찾고자하는인물의성명으로검색하는데유용한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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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령문의

질문예) 1985년당시공무원수당책정에관한법령이나시행령은?    

지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연도별「법전」을 참고한다. 또한「(대한민국)법률연

혁집」1∼32권(한국법제연구원, 1994)과 CD-ROM으로출간된「대한민국연혁법령」

1∼2(법제처, 2000)를 참고하거나「관보」에서 해당 날짜의 법률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연혁법령(현행법령 포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http://www.scourt.go.kr) 등이있다.  

이외에 일제시대 법령은「조선법령집람」(조선총독부 편, 1916∼1922), 해방이후

과도정부 법령은「남조선 과도정부 법령집」(남조선과도정부 간행, 1947∼1948), 미

군정기 법령은「미군정법령집」(내무부치안구 편, 1956) 등을 안내한다. 우리나라

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997)가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웹사이트

에서유료로이용할수있다.

2.3 주제별자료실

주제별 자료실은 자료를 주제별로 개가하여 운 하는 자료실이다. 총류·철학·종

교·예술·체육·역사·지리를 인문과학으로 구분하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어

학·문학자료로 자료실을 운 하는 이외에 문헌정보학, 북한·특수자료를 구분하여 운

하고 있다. 주 비치자료는 최근 5년간 단행본자료와 일부 지도자료 등이며 신착자료

는매주 1회배가하고있다.  

1) 참고질문

현재 우리 도서관 1층 현관에는 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도서관시설 이용전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정보봉사실에서는 정보이용에 관한 봉사는 물론 도서관 전반에 관한

안내를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수의이용자들은도서관에들어오면우선자

료실을찾은후도서관안내및정보이용을문의하는경우가많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문의내용을 참고로 주제실 이용자들의 참고질문유형을 보면 자료

와는 관련이 없는 비주제형 질문과 각 주제자료실의 관련자료와 연관이 있는 주제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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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나누어볼수있다.  

① 비주제형 질문

도서관을처음방문하는이용자들중에는우선아무자료실이나찾는이용자가상당

수있다. 계단을 이용하면 2층, 승강기를 이용하면 4층하는식으로그층에있는주제

실을 찾게 되고 차후에 본인이 원하는 자료가 있는 곳을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하다. 

비주제형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각 자료실, 복사실, 화장실, 식당, 매점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며 학위논문관의 위치와 순환버스 관련 문의, 도서관휴관일에 대한 문의,

도서관내 현금출금기 유무에 대한 문의, 이용자 거주 지역내 공공도서관 소재 여부에

대한문의등이있다. 

② 주제형 질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그 즉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즉답형 질문부터 사서의 통

찰력과분석력, 판단력이요구되는조사형질문까지여러가지유형이있다. 

도서기호에서의 저자기호와 수입순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청구기호에 대한 문

의, 자료의 개가제와 폐가제에 대한 연도구분 문의, 자료검색 후 해당 청구기호에 대

한서가위치문의등을대개즉답형질문으로처리하고있다. 

조사형질문에는원하는자료의서명이나저자명을알고와서도서관소장여부를문

의하거나 도서관 미소장자료에 대한 타도서관 소장여부 문의 등 담당사서가 검색하여

결과를알려주며국가자료공동목록검색시스템이용안내를겸하는간단한질문부터시

작하여다음과같은질문들이주류를이룬다. 

ㅇ저자를 중심으로 발간자료를 모두 찾고자 할 경우에는 발간년도별에 따른 폐가제와 개가제

자료의이용안내및청구기호의차이를설명해준다. 

ㅇ필요한 주제분야만 제시하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찾고자 할 때는 해당 주제의 분류기호와

유사관련분류기호를참조하여자료검색을안내한다.

ㅇ문학자료의 경우 특정 단편소설이나 시(詩)를 찾을 때는 해당 작가의 시집이 나 소설집의

목차DB 검색으로 이용을 안내하며 미소장자료의 경우 인터넷 상의 관련사이트 이용을 안

내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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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문과학자료실에는 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은「조선왕조실록」과 각 시도별 지도 이용에 대

한 문의가 특히 많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대개 일러두기를 참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담당사서가 이용자와 함께 일러두기를 조목조목 읽고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쓰면서

더불어전자도서실에서DB로이용하는것이색인활용등이용에용이함도알려주고있다.

지도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인문과학실을 찾게 되지만 그들이 찾는 더 많은

지도자료들은 서고자료신청대에 있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 사서는 이용자를 다시 1층으로

안내하기전에그들의이용목적을확인할필요가있다. 지도자료중특히「근세한국 5만분

지1 지형도」(조선총독부)나「신판축적 1/5000 지형도지도첩」(국립지리원)을찾는이용자

들은“옛날에나왔다책이크다표지가두꺼웠다겉표지가빨간색이었던같은데...”와같은

단순한사실만을제시하며자료를이용하고싶어하기때문에지도의형태(책자형, 낱장형,

두루마리형 등) 및 내용(교통지도, 행정지도, 지적도 등)과 함께 발간년도 상관여부 등을

확인한후안내하는것이이용자의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다.  

이외에도 레포트작성등의과제해결, 회의 발표문작성, 논문작성 등특정주제에대하

여 상세히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필요로 할 때 등 사서의 통찰과 분석력, 판단력이 요

구되는 질문도 상당수 있어 관련 주제의 참고정보원을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를 찾

을수있도록애쓰고있다. 

2) 자료이용

국립중앙도서관의 단행본 자료와 학위논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군은

20대로 나타나고 있다8) 도서관 이용자 수를 연령별·직업별로 볼 때 20대와 학생(학부

생 24%, 대학원생 16%)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학부생의 45.8%9)가 개인

학습(과제물) 해결을 위한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대학의

시험기간을전후해서는주제별자료실의단행본을이용하는이용자수가급격히증가한

다고할수있다. 

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력운 방안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

서관. 2003. p.89

9) 상게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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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도서관이용빈도조사결과를보면이용자의이용횟수가매일이용 20%, 도서관

방문시 5시간 이상 이용이 35%10)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매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

용자들의 대다수가 열람좌석이 있고 특히 4층과 같이 주제별로 구분되면서도 출입구의

일부통합으로공간이용이편리한주제별자료실을이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국립중앙도서관의합리적조직개편및인력운 방안연구보고서(2003)』에 따

르면주제별자료실이다른자료실에비해이용자의사용이적어이에대한이용률제고

방안이 필요하다(96쪽)고 하 으나 실제 주제별 자료실 담당 사서들의 의견은 이와 다

르다. 상기연구보고서에의하면동일내용의형태별자료중이용률이가장높은자료가

단행본이라고 하 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단행본을 비치하고 있는 주제별 자료실의

이용률이낮을수가없다. 평상시에도오후만되면주제별자료실에는빈열람용좌석을

확보하기가쉽지않으며대학의시험기간동안에는말그대로이용자간에좌석쟁탈전이

벌어져담당사서의중재가종종필요하기때문이다. 

주제별 자료실의 정보 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학자료실의 경우 도서관자료를

열람하면서 토익, 토플 공부를 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며 리포트 제출 시기에는 어학이

론서단행본을많이이용한다. 문헌정보학자료는문헌정보학과교수, 학생, 도서관사서,

사서연수관의 교육생들이 단행본과 학술지를 고루 이용하고 있다. 북한·특수자료실은

단행본, 잡지, 신문이 역시 고루이용되고있는데그중「조선대백과사전」과「로동신문」,

「조선예술」등은 이용률이 높은 자료이다. 이용자는 주로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

나북한관련에관계되는이용자, 북한학과학생들이다. 

문학자료실은 문학이라는 주제의 특성 때문인지 단골이용자가 가장 많은 자료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들 단골이용자들인 남자 30∼40대군은 신간(2002∼2003년도 발간)

한국소설 중 2/3를 차지하는 무협·판타지 소설을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있으며 문학이

론서는 대학의 시험기간 중에 특히 많이 이용되는 분야로 대학생 중심의 20대 층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박사 과정 연구자와 교수, 교사들이 전공별로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

고 있으며, 노년층의 이용자들은「한국역대문집총서」나「한국문집총간」등 우리나라 고

문서 인자료를이용하고있다. 

10) 상게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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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실은 인문과학 자체의 누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역사·지리서와 같이 과거

지향적인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단행본은 물론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등 최신 자료

에 대한 정보의 활용률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 이용자들의 주제별 자료 이용이

총류(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와 철학, 예술·체육, 역사 등 전 주제에 걸쳐 전공별로

고르게분포되는반면중·장·노년층이용자의자료이용은주제에서분명하게차이가

나고 있다. 중·장년층은 주로 동양철학(노자·공자…), 종교(성경, 기타종교 등), 역사

자료에 편중하여 이용하고 있는 편이며, 노년층은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조선왕조실

록」이나「독립운동사」, 「읍지」, 「지명총람」등 한국역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과언이아닐정도이다. 

자연과학실 역시 이용연령대가 다양한 편으로 학생들은 과제물 작성을 위해 패션과

간호학 등을 주로 이용하고, 20∼30대는 기술자격시험에 관계되는 기술서를, 40대 이

후는건강관련자료를많이이용하고있다.

사회과학실은 사회과학분야의 여러 소주제가 골고루 이용되고 있다. 각종 시험 관련

자료인 회계, 세법, 부동산, 행정, 법학 등은 30∼50대 남자 이용자가 많이 찾으며, 리

포트 관련 자료로 많이 찾는 가족, 사회복지, 교육학, 복식 등은 20∼40대 여자 이용자

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 이용이 많은 자료인 경 , 마케팅, 면접, 주식, 방송,

유학등은 20∼50대모든이용자에게폭넓게이용되고있다.

3. 불평행동

도서관·정보센터 이용자의 불평행동은‘도서관·정보센터와 그 자료와 시설, 서비스

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불만족에 대한 이용자의 총체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11) 때문에 이용자 불평행동의 구체적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도서

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이

는데일조할수있다. 

불만표출의 원인별로는 첫째, 도서관의 자료이용시스템에 대한 불만족과 둘째, 도서관

11) 오동근. “도서관·정보센터 이용자 불평행동의 선행요인과 유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제1호(2001. 3)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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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타 이해할 수

없는몇몇이용자들의행동으로구분할수있었다.

이러한 이용시스템 관련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족이 불

평행동으로이어지면서사서의불친절이또하나의불만족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1) 자료이용시스템

우리도서관 이용자 불평행동을 살펴보면 대개가 자료이용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수있는것으로, 

ㅇ한 자료실에서늘보던책이서고로이동된데대한불평이다. 주제별자료실에는최

근 5년간 자료만비치되는까닭에연말이되면해당년도의자료는서고로이동배가

되고 있다. 때문에 개가제 자료실 서가에서 바로 바로 이용하던 자료를 검색하고 신

청·대출받아열람하는것에대한불편함을상당수이용자가나타내고있으며, 

ㅇ족보의경우한장본족보는고전운 실에, 양장본 족보는서고자료신청대와고전운

실에배가됨으로써이원화되어이용되고있는것에대한불만도상당하다.  

ㅇ또한 마이크로필름이나 DB 자료에 대해서도 PC 이용에 대한 미숙함을 이유로 들

면서 꼭 도서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주로 장·노년층의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법 제

기되는편이다.    

ㅇ서고자료신청대에대해서는일요일휴실과야간도서관자료이용불가에대한불만

이있으나우편복사안내와토요일이용등을안내하고있다. 

ㅇ이용절차가까다롭다고불평하는경우이다. 폐가제 자료에대한이해부족으로자료

대출에걸리는시간을불만스럽게생각하며직접서고에들어가겠다고우기는경우

도종종있으며신분증을확인하는것에대한불만도상당하다. 

2) 이용자의도서관에대한인식부족

한편으로는도서관이용자체에대한이용자의인식부족도빼놓을수없다. 예를 들면

시간여유없이자료실을방문하여몹시바쁘니빨리자료를찾아달라고하는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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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끔 있다. 담당사서가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

세하게 질문 내용을 확인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한마디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며버럭화를내는경우이다. 40대 남자이용자에특히많은유형으로이와같은이용자

와의민원발생유형을살펴보면대략다음과같다. 

ㅇ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법에 대하여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할 때 사서가 자세히 설명

해주면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가버리거나 억지소리 끝에 불친절 운운으로 민원을

올리는이용자도있다.

ㅇ한 자료실을 계속 이용하면서 자신만은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단골이용자로 본

인은 매일 이 자료실을 이용하니까 자신만은 학습에 필요한 책을 소지하고 들어오

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사서가 이용안내를 하며 이해를 구하면 오히려 사서

들의태도가융통성없이구태의연하다고불평한다.

ㅇ도서관 이용규칙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편의 위주로 이용(예를 들면 이용자 본

인은 편의상 어학자료실 만 이용하고 싶으니 타 주제실에 있는 참고자료를 반드시

이 실로 배가변경하여 자기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 하고자 하

는 이용자들로 사서의 설명을 듣고 이용자 본인이 납득하면 민원발생이 안되지만

그렇지못할경우민원이발생하는대표적인경우이다.

ㅇ남자(특히 중년이상)이용자의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여자사서에 대한 신뢰

도가없어대화도중막말을하는등감정을상하게된다.

ㅇ아직도 자료실을 공부방처럼 생각하고 개인 자료(책)를 가져와서 개인공부를 하고

자 할 경우로, 어쩌다 현관에서 그냥 통과한 경우에는 상당히 언성을 높여 불평을

토로한다. 

ㅇ가방을 보관함에 맡기기 싫어하는 이용자들로 자료실의 사무공간에 맡겨달라고 고

집을부리는경우도있으며때로는필기도구만가지고들어오게되어있는데도파일

을 가지고 다니며 간혹 그 속에 도서관 자료를 숨겨가지고 나가다가 감응장치에 걸

리기도한다.  

ㅇ책이 서가에 없으면(이용중인 자료) 사서에게 와 지금 당장 찾아내라며 언성을 높

이는 이용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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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이상행동) 

이외에 몇 이용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매일 도서관

을 방문하여 자료는 이용하지 않고 각 자료실을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잠만 자는 이용자

(좌석이 부족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사서에게 항의하기도 한다), 노

숙자와 같은 차림으로지독한 냄새를 피워다른이용자들의 항의를 유발(담당사서에게)

하게 하는 이용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사서가 지나가면 상스

런 욕설을 해대거나, 원하는 자료가 검색되지 않고 미소장자료로 확인될 때 검색 PC의

자판기를흔들고몸을흔들면서작은소리로울음을터트리는이용자도있다. 책장넘기

는 소리가 크다든가 재채기를 해서 시끄럽다는 사소한 이유로 싸우는 이용자들의 행동

또한적지않다.   

문제는 이런 이용자들의 행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근거 부족에 있다. 차라리 이용자

들끼리 언성을 높여가며 옷깃이라도 잡고 싸우면 퇴관조치시킬 명분은 된다. 그러나

데스크에 앉은 사서와 지나가는 이용자 본인의 눈이 마주쳤다고해서 공연히 얼토당토

않은 상스런 욕설을 해대는 30대 중반의 남자 이용자에게 사서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은 아마 거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설령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나 사서 자신이 말도 안되는 망신(이용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며 큰소리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 수순을 밟진 않더라도 사서들

은 정서적인 불안감 내지는 내재된 분노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가 없

다며 몸을 흔들며 우는 이용자를 보면서 사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혼란

스러워지며 그것은 그 이용자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이 예상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검색 PC의 자판을 흔들며 울다가도 1∼2분 사이에 문득 울

음을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자료실로 가버리는 것을 볼 때면 CCTV가 설치

되어 이 모든 행동들을 증거자료로 잡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서로서는 기가 찰뿐

이다. 

9시에 입실하여 자료실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위와 같은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용자들에게 하루종일 잠만 자려면 오지마세요, 또는 목욕 좀 하고 오세요, 왜 우

는 거에요 할수도없고도서관을방문한고객이니그냥봐넘겨야하는것인지어떤조

치를취할수있는것인지도서관운 측면에서심도있게생각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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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

보통 사서들은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족이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해서표출되는이용자의불평행동들에대하여유연하게대처하려고노력한다. 이용자

의불평행동과관련된대면상담에서사서의불친절에대한민원이제기되기때문이다.

불평행동을 표출하는 많은 이용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서의 친절하고 논리적인 답변

을듣고상황을이해하는차원에서문제를종결시킨다. 그러나사람마다성격이다른것

처럼똑같은상황에서도문제가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을때가있다. 자료이용시스템

에 대한 불평행동을 표출하는 이용자에게 사서가 현재의 자료이용시스템 형성에 대한

히스토리를육하원칙에의거설명할때도있다. 그러나 (그) 이용자는 (그) 사서가 아무

리 애써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 하는 도서관의 말도 안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신문사에 제보할 일이다, 관장실은 몇층이냐, 고성을 내지르고 (그)

사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용자의 거칠기까지 한 비논리적 공략 속에‘친절하지 않으면

민원감이다’를 생각하며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 말소리는 얌전하게 나가도 표정은 굳어

있기 마련이다. (그) 사서의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야 말로 (그) 이용자의 민원제기감으

로부족함이없는것이다. 

위의 예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사서의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이 위의 예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주 원인은 자료이용시스템에 대한 불만

족이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는 현장사서의 굳은

표정에더주목한다는사실은현장사서개인적으로는억울한일이지만직업인으로서는

주지해야할일이다. (그) 현장에서는 (그) 사서가도서관을대표하고있는것이다.    

요즘에는 고객(이용자)을 맞는 곳이라면 어디건간에 직원의 친절을 사업정책상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위한다방면에걸친사업수행속에직원의친절도향상에도큰비중을두고노

력하고있다. 때문에현장의사서들은친절도향상에대한부담감을갖고있으며이용자

와대면상담을수행하게되면 긴장감을갖는것도사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력운 방안 연구 보고서(2003)』의 이용자 설문분석에 의하면 사서의 친

절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61%이고 부정적 반응이 12%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도

국립중앙도서관의현장사서들은대다수가거의언제나친절하다고생각하지만이부정

적 반응 12%를 염두에 두고 이용자서비스를 수행한다면 이용자와의 대면상담 중 발생

할수있는순간적인불쾌감등을조절하는데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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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에서는 소비자불평행동에 관한 연구가 마케팅 전략의

주요과제로되어온지이미오래이다. 그러나모든도서관과정보센터역시이용자(소비

자)의 이용없이는운 될수없다. 때문에 이용자의지지를받기위해서는우선양질의

고객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케팅 차원의 도서

관·정보센터이용자에대한연구가필요하게되는것이다12).

즉,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족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며 아울러 이와 같은 불만의 표출로 나타나는 이용자의 불평행동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개선할수있는중요한피드백정보가될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행동과 불평행

동을 유형별로 분석해보았다. 각 자료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자

료이용 행동은 사서를 통한 정보접근과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는 행동이 일반적이

었다. 

이번에 실별로 조사된 이용자 불평행동 조사 결과를 이용자 연령 계층으로 보면 젊은

층의 이용자보다 중년층 이상의 남자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불평행동을 표출하는 그룹은 남자 30∼40대이며, 가장 불

평행동이 적은 그룹으로 학생들(20대)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남자 30∼40

대의 경우 단골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그만큼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 시설·

자료·제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이용

목적이주로과제물해결에있고동시에소속대학의도서관이용도같이병행하기때문

에큰불편을느끼지않는것이다라고추정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이상행동은 사서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어떻게도 대응할 수

가없다는좋지않은심리적 향을끼치고있어서사서들자신이인식하지못하는사이

에 그 피해의식이 보통의 이용자들에게도 표출되어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된다는

데문제점이크다고할수있다. 

12) 상게서.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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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결과를토대로이용서비스개선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서관 홍보 확대와 이용자 이용교육 시행이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다 하는

것처럼이용자들은도서관에대해피상적인지식만을갖고있을수있다. 때문에질적·

양적·형태적으로변화되고있는문헌이용법에대한교육은이용자들에게큰도움을줄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다면

도서관이용의질도높아질것이고도서관이갖고있는효용성도증대된다. 또한이용자

의 불평행동을 많이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자료이용시스템을 들 수 있는 데13) 그중에서

도 복본자료의 배가 이분화를 들 수 있다. 최근 5개년간 발간 자료는 주제실에, 원본자

료는 서고자료신청대 서고에 비치되는 것은 도서관 건물의 구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많은 이용자가 불편해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친절한

도서관 홍보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의 어느 한 코너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도서관홍보 및 이용교육용 프로그램을 주 1회 등 정기

적으로운 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둘째, 이용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도서관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봉사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사서는 이용자에게 친절하고자 하

는기본마인드부터갖추고봉사하는정신이가장중요하다. 우선사서는이용자와의참

고상담에있어서친절과신뢰를바탕으로임하여야하며여기에신속·정확한정보탐색

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문가이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

게 만족스러운 정보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자료 D/B가 잘 구축되어야

하며, 이용자와도서관과의커뮤니케이션경로(현재국립중앙도서관은홈페이지상에설

치된 민원소리, 자유게시판, 관장과의 대화방 등이 있다)의 개발 및 그 결과에 대한 분

석으로이용서비스환경개선을단계적으로실천해야할것이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전문가로서 사서가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대

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검색기술을 교육하면서 이용교육프로그

13) 『국립중앙도서관의합리적조직개편및인력운 방안연구(2003)』에는 - ‘타도서관대비국립중

앙도서관의만족도’에따르면불만요인측면을자료의충분성〉직원의친절도/자료이용(열람) 〉자

료검색〉시설의 쾌적성 순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만족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료

의충분성에대한이용자의불만은현도서관의자료비치능력에대한불만족의표출결과로도서

관내부차원에서이에대한불만해소방안이필요하다.(p.80) - 고 보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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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CD-Rom의 내용과 이용법을 가르치고, 하이퍼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주관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다중문화적학습프로그램을설계하며, 이용교육

을 담당할 사서의 모든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전문가를 위한 시스템(expert system)을

개발하고, 대학의 교육과정개편위원회에 참여하며, 교수들과 상호협동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한다.14) 사서의역할의폭이넓어진것이다.15)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서가 이용자에게 고

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이외에 기본

적인 외국어 활용능력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정보서비스의극대화를위해서는주제사서로서의역할을정립해나가야하는것이다. 주

제사서로서의 역할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

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환경 및 방법을 제공하고

그들의각종질의에최대한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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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접근방법의변화1)

- 대학도서관 웹 사이트 조사를 중심으로 -

Linda A. Rich and Julie L. Rabine 共著2)

김 비연譯3)

1. 서론

전자저널은 대학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수많

은 전자저널이 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하며, 이와 같은 저널들을 도서관 목록에 포함시키

고 있다.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에 전자저널을 추가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

전히 전자저널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저널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치가 있는

일인가? 사서들은목록을통해접근이충분히제공되는경우전자저널페이지를유지하

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논문의 저자들은 대학도서관

전자저널의사이트연구를시작하기전에이와같은몇가지질문을제기하고있다.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저자들은 처음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전자저널의 접근방법

을제공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114개 대학도서관의전자저널사이트에대한연구를

수행하 다.4) 이번 연구는 앞의 연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전자저널의 접근방법이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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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들은 확실히 전자저널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지만, 전자저널의 웹 사이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자저널 사이트가 여전히

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 훨씬더정교해지고복잡해지고있다.

전자저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첫 번째 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World Wide Web 같이 전자적인매체를통해개별서명으로이용가능하게만

든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5) 그러나 실제로 많은 도서관에서는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와 정기간행물 초록(Periodical Abstracts)과 같이 색인 및 초록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원문 기사(full-text articles)를 포괄함으로써 그 정의를 확장

시키고있다. 이와 같이확장된정의는도서관들이원문기사를전자저널장서에포함시

키고있는것에서확인할수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웹 페이지의 주요 경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전자저널 웹 사이트가 범주화될 수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모델을 소개

하고 조사한 웹 사이트의 내용, 조직 및 특성을 검토하 다. 결론적으로 전자저널 웹 사

이트가앞으로나아갈방향에관한견해를제시하고있다.

2. 문헌조사

우리가 처음 논문을 쓴 이래로 전자저널 접근방법의 제시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출

판되었다. 그것들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연구와 접하게 관련

된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몇몇 간행물을 검토하려고 한다. Curtis, Scheschy와

Tarango6)는 최근에 전자저널 장서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출판하 는데, 그

중 목록과접근에대한부분(pp.149-192)이 우리가다루는주제를자세하게다루고있

으며, 전자저널페이지를만들기위해준비하고있는사서들에게유용할것이다.

5) Ibid, 35.

6) Donnelyn Curtis, Virginia M. Scheschy, and Adolfo R. Tarango, Developing and

Managing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s: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ian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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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접근성(Accessibility)

Taylor,7) Chan,8) 그리고 Publicker와 Stoklosa6)는 각각 전자저널의 접근성에 관련

된 주제를 발표하 다. Taylor는 소논문에서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발행된 접근방

법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 는데 기술적 요구사항, 접근의 제한성, 출판사나 DB 제공

업자(aggregator)를 통한 접근, 온라인 접근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Chan은 전자저널과 대학도서관을 관련시켜 많은 분량의 문헌을 검토하고 기술하 는

데그범위는저작권, 허가, 수명, 저장, 보존, 목록, 선정 등을포함하여접근문제에대

한다양한주제를다루고있다. 게다가 Chan은 전자저널의접근을가로막는기술적, 시

회 문화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장애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사회 문화적 장

애”는 이용자들이 인쇄저널을 브라우징하고 복사하던 것으로부터 전자저널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해야 하는 이용습관의 변화요인들이 될 수 있다. Publicker와 Stoklosa는 국

가보건기구도서관(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Library)을 모델로하여전자저널의

선정을위한접근에관한수많은문제를논의하 다. 그들이설명하고있는문제들은가

격구조, 라이센스문제, 웹상에서의검색결과와원문저널기사에대한데이터베이스링

크, 이용자인증, 안전한전달방법등이다. 또한선정기준을상세히제시하고있다.

2.2 선행연구

전자저널의 접근방법에 관해 여러 편의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져왔다. 1997년에는

Chu10)가 50개의대학도서관을대상으로전자저널에대한사서들의태도를조사하는연구

7) Anneliese Taylor, “Access,”in Chad Buckley et al., “Electronic Publishing of Scholarly

Journals: A Bibliographic Essay of Current Issues.”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Librarianship (Spring 1999). 

http://www.library.ucsb.edu/istl/99-spring/article4.html (4 December 2000).

8)Liza Chan, “Electronic Journals and Academic Libraries,”Library Hi Tech 17,

no.1(1999):10-16.

6) Stephanie Publicker and Kristin Stoklosa, “Reaching the Researcher: How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Library Selects and Provides E-Journals via the World Wide Web,”

Serials Review 25, no.3(1999):13-23.

10) Heting Chu, “Promises and Challenges of Electronic Journals: Academic Libraries

Surveyed,”Learned Publishing 13 (July 2000):1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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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 다. 전체적으로사서들은전자저널에관해매우큰열의를가지고있으며, 상위의

관심사항은접근에관련된주제들이차지하고있음을밝혔다. Pullinger11)는 교수들을참

여시켜 SuperJournal Project를 수행하 는데다시한번접근이문제가되고있음을알

수 있었다. 또한 패스워드의 필요성이라든가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과 같

은작은요인들이전자저널의이용률을낮추는요인이된다고하 다.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Shemberg와 Grossman12)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자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접근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 다. 그들은 연구도서관

협회(ARL) 도서관이 비연구도서관협회(non-ARL) 도서관보다 목록이나 웹페이지 또는

다른방법에의해전자저널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고있음을알아내었다. 또한링크로

색인및초록서비스를함으로써전자저널기사에접근하도록하는것이조사에응한모든

유형의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을 밝혔다. 2000년에

Fosmire와 Young13)은 무료학술전자저널에대해접근을제공하고있는도서관을조사하

는데, 적은수의도서관만이저널에대한접근을제공하고있으며기관이작을수록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그들의 연구는 도서관보다는

주요색인과초록서비스에무료저널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보여주었다.

2.3 목록

우리의 초기 논문 이후 전자저널 목록에 관한 우수한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 1997년

Simpson과 Seeds14)는 전자저널의 목록을 주장하 으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

11) David Pullinger, “Academics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The Impact of

Local Factors on Use of Electronic Journals,”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5, no.2

(1999): 164-72.

12) Marian Shemberg and Cheryl Grossman, “Electronic Journals in Academic Libraries: A

Comparison of ARL and Non-ARL Libraries,”Library Hi Tech 17, no.1 (1999): 26-45.

13) Michael Fosmire and Elizabeth Young, “Free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 What

Access Do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Provide?”College & Research Libraries 61,

no.6 (2000):500-8.

14) Pamela Simpson and Robert Seeds, “Electronic Journals in the Online Catalog:

Selection and Bibliographic Control,”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2,

no.2(1998):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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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방법을설명하 다. 그들은 청구기호의사용이나전자정보원의위치정보를포함

하여 전자저널을 목록에 추가하기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 으

며, 저널의온라인버전을인쇄버전과분리시켜별도의레코드로만들어야할것이지말

것인지를 논의하 다. Hudson과 Windsor15)는 이용자 서비스의 관점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 목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이

이용자에게의미가있을지를고찰하 다. Hawkins16)는 DB 제공업자들이모아놓은많

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저널의 공동목록업무 프로그램(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Task Group on Journals in Aggregator Databases)을 설명하고 원문

(full-text) DB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저널을 위한 분석적 목록 레코드 생성의 표준을

제안하고자하 다. 또한 그는이상적인접근방법은도서관, 출판업자그리고다른이해

집단간의협력과관련된다고언급하 다.

2.4 전자저널데이터베이스

많은 논문들이 HTML로 리스트를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 전자저널 웹 페

이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Knudson17) 개인과 Knudson이

공동18)으로 낸두편의논문은 OPAC의MARC 레코드로부터생성된전자저널의 DB로

이루어진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전자도서관의 개발을 자세히 다루고 있

다. 이들 논문에서 업무수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인식과 전자저널의 정의, 전자저널 접근방법의 새로운 모형과 웹 페이지

15) Laura Hudson and Laura Windsor,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Journals: The Ohio

University Experience,”Against the Grain 10, no.3 (1998): 1,16,18.

16) Les Hawkins, “Title Access to Full Text Journal Content Available in Aggregator

Services,”Serials Review 25, no.4 (1999): 43-48.

17) Frances L. Knudson, “Database-Driven Electronic Journal Web Pages,”in IOLS 2000:

Integrated Online Library Systems Proceedings --2000 (Medford, NJ: Information

Today, Inc., 2000), pp.65-71.

18) Frances L. Knudson et al., “Creating Electronic Journal Web Pages from OPAC

Records,”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Librarianship no.15 (Summer 1997).

http://www.library.ucsb.edu/istl/97-summer/article2.html(4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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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디자인등을포함하고있다. 나아가DB를위한전자저널레코드의생성에사용되는메

타데이터의 정의, 저장, 콜렉션(collection), 업데이트 등을 다루었다. Montgomery19)는

PERL 스크립트를이용하여역동적으로생성되는Drexel 도서관웹페이지의전자저널

DB의 관리방법을 고찰하 다. 이 DB는 전자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쇄저널

을 구독한다는 Drexel의 혁신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인쇄저널 관리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Montgomery는 Drexel 사서들이 온라

인목록을전자저널접근을제공하는궁극적인해결책으로보고있으며, 그 목적을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Easton20)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의 저널 핵심장서

(Journal Access Core Collection, JACC)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과 면

담을하 다. 핵심장서는 CSU 사서들에의해특별히선정되고수집된전자저널장서로

서많은도서관이 JACC DB를전자저널수집의모형으로생각하고있다고언급하 다.

2.5 구독대행사의서비스(Vendor Services)

도서관의 전자저널 입수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간행물 구독서

비스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1997년의 논문에서 Cooley와 Nilges21)는 패키지보다는 서

명에의해구입하는“2세대”전자저널관리에대해언급하고, OCLC의 온라인전자장서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와 같은상품이도서관의참고시스템과전자저널을통

합시켜줌으로써“3세대”관리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하 다.

Stankus22)는 구독서비스가 도서관의 전자저널 웹 페이지에 대한 표준을 만들 수 있을

19) Carol Hansen Montgomery, “‘Fast Track’Transition to an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 A Case Study,”New Library World 101, no.1159 (2000):294-302.

20) Christa Easton,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Journal Access Core Collection,”

Serials Review 26, no.2 (2000):44-50.

21) Elizabeth Cooley and Chip Nilges, “Integrating Solutions: Exami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Process Using OCLC’s FirstSearch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

Service,”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22, no.1 (1998): 97-102.

22) Tony Stankus, “Electronic Journal Concerns and Strategies for Aggregators,

Subscription Services, Indexing/Abstracting Services, and Electronic Bibliographic

Utilities,”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18, nos.2/3 (1999):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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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아니라실제적인웹페이지디자인도지원해줄수있을것임을시사하 다. Knibbe23)

는 구독대행사의역할은전자출판과정에대한적극적인기여를하는것이라고주장하

다. 그의 논문은 대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Huber24)는 전자저널출판에관한유익한정보를주었는데, 2000년 여름전자저널관련

출판사의리스트를작성하고설명하 다. 여기에는전자저널과전문대행사들뿐만아니

라대규모에서소규모에이르는출판사를포함시키고있다.

3. 연구방법

3.1 배경

첫 번째 연구에서, 우리는 조사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114개의

대학도서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분석하 다. 표본은 1997년 전자저널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대학도서관의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와 같은 모집단의 표본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 다; 참고 서비스 리스트 서

브인 LIBREF-L에 전자저널 사이트에 대한 URL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7군데

를 찾았다. 또한, 야후의 인터넷 디렉토리에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107군

데의전자저널웹사이트를확인할수있었다.25) 이번 연구를위해우리는동일한 114개

의사이트를방문하여 1997년이래일어난변화를찾아내었다. 새롭고흥미로운사이트

들이많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일관성을위해어떤사이트도추가하지않았다.  

1997년에우리는조사결과를편리하게기록할수있도록체크리스트를만들었는데, 본

연구를위해전자출판의변화를반 하고좀더사용하기쉽도록수정하 다.(그림 1 참조)

23) Andrew Knibbe, “A Subscription Agent’s Role in Electronic Publishing,”The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4(June 1999).

http://www.press.umich.edu/jep/04-04/Knibbe.html (4 December 2000).

24) Charles F. Huber, “Electronic Journal Publishers: A Reference Librarian’s Guide,”

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Librarianship no.27 (Summer 1997).

http://www.library.uscb.edu/istl/00-summer/article2.html (4 December 2000).

25) Rich and Rabien, “How Libraries Are Providing Acces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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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표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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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체크리스트에 있던 일부 항목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된 리스트에서

생략하 다; 그와같은것들이나타날경우“후보항목”으로포함시켰다. 또한정의하기

힘들거나 연구와 부합되지 않아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항목들도 생략하 다. 반면

에전자저널로분류될수있는다른유형의정보원이있는지, 전자저널검색엔진이있는

지, Questia나 XanEdu와 같은 연구논문 검색사이트에 연결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항목을추가하 다. 

조사에 추가시킨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각 사이트에 있는 전자저널이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이트로부터 5

종의 전자저널을 선택하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 다. 저널 선택방법이 완

전무작위에의한것은아니지만, 모든 도서관이동일한전자저널을구독하는것은아니

기때문에미리결정된리스트에의해연구를수행하지는않았다. 우리는도서관의전자

저널 페이지에서 찾은 다양한 출판사나 전자저널 장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로

부터주의깊게저널을선택하 다. 또한가능한경우무료접근의저널도포함시켰다.

우리는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1년 1월 10일 사이에 114개 사이트를 모두 방문

하 는데, 최초방문이후거의정확히 3년만이다. 모든사이트는Netscape 4.7을 이용

하여 서비스되어지고 있다. 처음 연구와 마찬가지로 각 사이트마다 체크리스트를 완성

하 으며, 리스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사실이나 특징이 있는 경

우 이를 기록하 다. 모든 정보는 웹 사이트로부터 직접 수집된 것이며 사이트를 만든

사람과의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각각의 사

이트에접근하기위함이다.

3.2 최종표본

재방문한 114개 도서관사이트중에 7개는더이상전자저널사이트를유지하고있지

않았다. 이 7개 중의 3개는 전체Web-DB의 리스트에하나이상의전자저널장서(예를

들어 JSTOR, Project Muse)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4개는 전자저널을 완전히 포

기한것은아니고다만온라인목록을통한접근만을제공하는것으로추정된다26). 또한

26) We discovered that this is definitely the case at one of the libraries, the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through correspondence with a librarian at tha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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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2개의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제외시켰는데 이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전자저

널사이트를볼수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05개의 전자저널사이트가완

전한내용분석에적절한것으로나타났다.

4. 검토및분석

전자저널 웹 사이트들은 처음 조사할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저널의 개별적인 저널명을 위해 별도의“가상 서고”로서 존재하던 전형

적인전자저널페이지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그러나또한전자저널페이지가두가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도서관들이 독립적인 전자저널을

학술DB, e-books 등 다른원문정보와통합을시키고있다는것이며, 다른하나는전자

저널 페이지에 접근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곧바로 목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저

널 접근을 위해 구독대행사의 서비스나 컨소시엄, 연구논문 검색사이트에 의지하고 있

는도서관은발견하지못하 다. 모든도서관은적어도 1997년이래전자저널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중 일부는 접근방법의 제시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전자저널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도서관들(특히 소규모 도서관)이 자체적

으로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대행사의 서비스나 컨소시엄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것

이더용이한지의여부를밝혀보는것도흥미로울것이다. 

4.1 기본모델

과거의 조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전자저널 페이지의 기본 모델을 발견하 다. 하나는

주석을덧붙인개별저널명의리스트로이루어진“high-maintenance”페이지이며다른

하나는 타인에 의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이트에 연결시켜주는“low-maintenance”페

이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네 가지의 일반적인 전자저널 페이지의 모델을 밝혀내었다;

그러나이네가지가항상뚜렷이나뉘는것은아니고많은도서관들이아래에서기술되

고있는여러가지접근법을결합하여사용하고있었다(이들사이트에관한모든데이터

는 사이트 그 자체로부터 수집된 것들로 전자저널 페이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된

정확한기술은알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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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High-Maintenance HTML 모델

많은 도서관이 여전히 처음에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많은 공을 들여 유지하는 모델을

사용하고있다. 즉 HTML로주석과함께개별저널명리스트를구축하고있다. 이와같

은유형의사이트는이용자들의사용을편리하게해주지만, 그 양이늘어남에따라유지

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사이트의 예로는 Bowling Green 주립대학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infosrv/ejournals/ejhome.htm)이 있다

(22 March 2001).(그림 2 참조)

[그림 2] High-Maintenance HTM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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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Low-Maintenance HTML 모델

이 모형은 전자저널의 패키지 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JSTOR, Muse, Springer

LINK와같은패키지로링크시키면서일부개별저널명리스트를추가하는특성을가지고

있다. 이범주에속하는웹페이지는도서관이구독하고있는패키지의수에따라매우단

순한경우도있고꽤정교한경우도있다. 이 유형의사이트는도서관직원이유지하기는

쉽지만 이용자는 특정 저널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예로는 Drake 대학

(http://www.lib.drake.edu/cgi-bin/database.pl , 22 March 2001)과 Clark 대학

(http://libref.clarku.edu/rhgelecbooks.htm, 22 March 2001)이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Low-Maintenance HTM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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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목록기반모델(Catalog-Driven Model)

대부분의도서관이전자저널페이지에서목록으로연결되는링크표시를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많은 도서관은 전자저널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목록

기반의전자저널페이지는다음의두가지다른유형이있음을발견하 다:

목록으로의 연결: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가 목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전자저널 페이지보다는 목록을 더 완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도서관에서 설정하기는 쉽지만 전자저널의 리스트를 브라우징 하고자 하는 사람

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예로는 Claremont 대학이 있다(http://voxlibri

s.claremont.edu/research/ejournals.html, 22 March 2001). 일부 도서관은목

록을 이용하여 전자저널 리스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Rutgers 대학도서관 사이트(http://www.libraries.rutgers.edu/rul/rr

_gateway/ejournals/ejournals.shtml, 22 March 2001)를 예로들수있다.

검색창: 많은 도서관들은 검색창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전자저널 검색을 하면 바

로 목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데, 때로 이에 대한 아무런 주의사항이 없는 경우

도 있다. 일부 도서관은 목록에 있는 전자저널 레코드의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링크표시를 만들어 두고 있다. 예로는 Dartmouth 대학(http://diglib.

dartmouth.edu/eResources/home.php, 1 March 2004)이 있다.(그림 4 참조)



150 전자저널접근방법의변화

4.1.4 데이터베이스기반모델

많은 도서관들이 자체 내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다른 전자정보

원이나 인쇄저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접근방법은 특히 이용자들이 원하는 주제나 형식으로 상세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모델은 도서관 서버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스크

립트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는 도서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에는 다음의 두 가지 다른 유형

이있음을발견하 다:

[그림 4]  목록기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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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 이들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떤 것들은 서명, 주제, 형식, 출판사 등에

의해 검색을 할 수 있다. 때로 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전자적 원문정보원

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는 펜실베니아 대학(http://www.library.upenn.edu/

webbin5/resources/ejspublic5.cgi(22 March 2001))과 노트르담 대학

(http://lib.nd.edu/eresources/gateway/ejour/index.html(22 March 2001)이

있다.(그림 5 참조)

리스트 생성: 또 다른 전자저널의 웹 페이지를 생성하는 자동화 접근방법은

CCS(Cascading Style Sheets)나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알파벳순이나 주제

[그림 5] 데이터베이스기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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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의한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의 예는 브라운 대학

(http://www.brown.edu/Facilities/University_Library/eresources/ejournals

/A-C.html(22 March 2001))과 마이애미 대학(http://www.lib.muohio.eud/

research/ejournals(22 March 2001))이 있다.

4.2 전자저널장서의범위

각 기관에 있는 사서들은 전자저널 사이트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자저널을 어떻게 정

의하고 범주화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문기사를 전자

저널 페이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인쇄되지 않는 무료 접근 가능한 전자저널을 포

함시키기위해이를찾아내고평가해야하는가? 이번장에는현재사용중인몇가지다

른방법을기술하고있다.

4.2.1 무료전자저널과접근이제한되는전자저널

도서관은 웹 사이트에 무료 전자저널이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전자저널을 포함시킬

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저자는무료저널을접근에아무런제한이없이전자적으로만

무료로이용가능한저널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접근이제한되는저널은접근을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구독하는 기관, 부서, 심지어 특정 IP주소의

사용에 제한을 둔다. 확실히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의 수가 1997년 이

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구도서관협회(ARL)에서 발행되는“Directory of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27)”온라인 버전에

의하면 동료비평을 거친 전자저널이 3,900종이 넘는다. 이에 비해“ARL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28)”1997년판에

2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Directory of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no

date]).

28)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7).



도서관 Vol.59 No. 1(2004년봄호) 153

의하면 당시 모든 유형의 전자저널이 3,400여종을 막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연구에서구독저널에대한접근을제공하는도서관의비율이높아졌음을알아내

는것또한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

무료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Forsmire와 Young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웹 사이트를 조사한 그들은 무료 학술전자저널이 대학도서관을 통해“그

들이확실하게지니고있는가치에걸맞는수준29)”에서서비스가제공되지않고있어일

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밝혀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도서관이 더 이상

무료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997-98

년의 연구에서는 79%의 도서관이 전자저널 사이트에 무료 접근 가능한 저널명을 포함

시켰지만, 2000-01년의 연구에서는 56%만이 무료 접근 저널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료로 접근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모든 저널명을 살펴보

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숫자에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만든 리스트는 무료

로 알고 있던 저널명의 검색을 위해 훑어본 것들로 첫 번째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

은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 무료 저널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는

29) Fosmire and Young, “Free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507.

<표 1> 무료전자저널과제한적접근의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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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이트가 점점 많은 저널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것이결과를변화시킬만큼크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Fosmire와 Young은 도서관들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면서, 높은 질을 가진 저널은 도

서관목록이나웹사이트를통해서접근가능하게해줄가치가있다고믿고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학술지의 출판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대학도서

관의 사명중의 하나는 학술정보를 무료로 보급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무료로 접근

가능한 동료비평을 거친 출판물에의 링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런 목표와 부합되는 것

으로보인다. 이와 같은접근을제공하지못하는이유는무료전자저널에대한선정기준

이 부족하거나 무료 전자저널을 주의 깊게 선택하기 위해 저널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데필요한시간때문이아닌가싶다.

비록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이 원문을 포함하는 전자저널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개의 웹 사이트(13%)가 목차정보나 초록을 포함하지만

목차정보만 있는 전자저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1차 연구에서 확인된 27개 사이

트(27%)보다줄어든것이다.

4.2.2. 전자저널과원문기사데이터베이스

사서들은 개별 저널명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과 선별적으로 전문을 포함하고 있는

Lixis-Nexis Academic Univers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간의 관계에 대해 고심하고 있

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조사한 전자저널 웹 사이트의 46%가 웹 사이트의 일부분으

로 포함시키기 위해 원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저널을 전자저널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많은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개별 저널명을“순수한”전자저널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Wright 주립대학 웹 사이트에 있는 알파벳

순 원문저널 리스트를 들 수 있다(http://www.libraries.wright.edu/libnet/enewss

(25 May 2001)).

4.3 전자저널웹사이트의조직

사서들은이용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주기 위해 전자저널 페이지를

어떻게조직해야할지결정해야할뿐아니라도서관웹사이트의어느부분에배치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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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결정해야한다. 다양한방법이있겠지만대표적인몇가지유형만살펴보기로한다.

4.3.1 배치

웹 사이트를 통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저널의 배치방법은 1차 연구에서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 저널명, 출판사명, 상세주제, 대주제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배치방법이다. 우리는“출판사”에“장서(collection)”나“집합적

(aggregations) DB”를 포함시켜 의미를 확장하 는데, 같은 출판사의 것들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확장된 정의가 필요하게 된 것은 많은 도서관이 전자저널을 구

분하고정의하는데의견이분분하기때문이다. 

한 가지 부각되고 있는 경향은 특별히 전자저널을 검색하는 검색엔진을 포함하고 있

다는것이다. 40개의사이트(38%)가 목록기반모형이나데이터베이스기반모형등다

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전자저널 검색엔진을 유지하고 있다. 1차 연구에서는 전체 도

서관 사이트의 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을 찾았으며, 전자저널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몇 군데“독특한”사이트에 대해서는 주기로 표시했었다. 1차 연구에서 98개 중 33개

(34%)가 도서관 사이트 검색엔진을 제공하 으며, 2차 연구에서는 105개 중 37개

(35%)가도서관사이트검색엔진을제공하고있었다.

[그림 6] 전자저널의웹사이트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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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도서관홈페이지로부터의접근성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저널 웹 페이지로 가는 접근의 용이성은 우리가 향상을 기

대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표 2 참조) 도서관의 약 65%가 홈 페이지

에서 전자저널 페이지나 전자저널 DB로 연결되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용자

가 전자저널 리스트를 찾지 않고도 장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흥미

로운 것은 일곱 군데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저널을 연결하는 방식이 드롭-다운 메

뉴(drop-down menu)나 마우스 오버(mouse-over)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경우에는전자저널페이지로가기위해여러단계를거쳐야했다.

그러나 36개의기관이여전히전자저널웹페이지로접근하기위해한번이상의클릭

을 해야 했다. “전자정보원”이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인 링크표시로 사용되었다(다섯

번이사용됨). “정보원”과“저널”이각각두도서관에의해사용되었으며“연구정보원”,

“인터넷정보원”과“게이트웨이”등다양한용어들이여러차례사용되었다. 1차 연구때

보다는“도서관서비스”나“인터넷으로가는게이트웨이”같이설명력이떨어지고오해의

여지가있는용어의사용은줄어들었다.

우리는 사서들이 전자저널 웹 사이트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홈

<표 2> 도서관홈페이지에서전자저널페이지로의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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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전자저널의 이용이 직접적으로 가능할수록 링크표시로 사용되는 용어가 설

명력이있었으며, 홈 페이지안에전자저널리스트가묻혀있는경우가적었다. 전자저널

사이트로접근하는데세번이상클릭을해야하는경우는 1차연구때 8% 던것에비

해단 1%로감소되었다. 

4.4 특성

이번 연구를 흥미롭게 해주는 것 중의 하나는 아주 다양한 기타의 특징들을 마주 할

수있었다는것이다. 비록 체크리스트에있는항목들을위주로면 히조사하 지만, 또

한추가적으로많은특징들을발견할수있었다.

4.4.1 저널의주석

104개의전자저널페이지중 87개가적어도몇종이상의전자저널개별저널명에대

해어느정도주석을포함시키고있었는데이는 1차때보다 8% 증가된것이다.(표 3 참

조) 특히 전면(full-page)에 걸쳐 주석을제공하는도서관의수가 7%에서 18%로 상당

히많이증가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경향은사서들이이용자에게개별전자저

널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하고있음을반 하는것이다. 

<표 3> 전자저널명에대한주석을포함하고있는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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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 주석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기관에 따

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주석은 사이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

라같은사이트내에서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처음부터우리는일관성없는주석을

제공하는것에대해비판을가하고“가능한한통일성”을부여할것을권고하 다. 그리

고“통일성이 사이트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여 줄 것”30)임을 언급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완전한 통일성이 항상 가

능한 것이 아닐뿐더러 바람직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이다.

한 도서관이수백종이포함되어있는전자저널 DB를구입한경우길이가긴주석을덧

붙임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실용성이다. 개별 저널의 홈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유형

에 따라 어떤 전자저널은 기타 정보의 주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전자저널 서명의 링

크로이용자들이저널의목차, 수록연도등의내용이설명되어있는페이지로연결될수

있다면주석은불필요하게중복되는것이다. 그러나주석이다음의경우에도움이될수

있다. (1) 저널명에 대한설명이없을경우, (2) 이용자가 원하는저널의목차에직접적

으로접속이안될경우, (3) 기사를보기위해 Adobe Acrobat와 같은특정의소프트웨

어가필요할경우이다.

통일된주석을만들기어렵기때문에, 전자저널을조직하기위해표로주석에관한정

보를 수록하는“절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형식에서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으

며 어떤 경우에도 통일된 접근법이 가능하다. MIT 도서관의 VERA(Virtual

Electronic Resource Access) 사이트가 표 형식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가장 잘된 하나

의예가될수있다(http://libraries.mit.edu/vera(23 March 20)). 

도서관이 별도의 페이지로 주석을 제공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사이트는 적

어도 전자저널의 소장사항(75%), 출판사 정보(68%), 이용제한 표시(55%)와 같은 정

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전면(Full-page) 주석일 경우에는 주제명 표목(검색 가능한 경

우도있음)이나자유로운텍스트형설명과같은추가적정보를제공하고있고, 전자저널

의내용에관한좀더깊이있는설명을하기도한다. <표 4>는 전면주석을하는경우자

주 발견되었던 정보의 항목들이다. 좋은 예로 Ball 주립대학의 전자저널과 뉴스정보원

페이지(http://www.bsu.edu/library/getmaterials/ejournal/ index.html ,23

March 2001)에서저널명을하나선택해보는것이다.

30) Rich and Rabine, “How Libraries Are Providing  Acces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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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타특성

도서관들은 그들의 전자저널 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른 특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아래에 기술된 것들이며 <표 5>는 1차와 2차 연

구를비교한것이다.

타도서관이나타기관의전자저널사이트로의링크

도서관들은 1차 연구 때보다 전자저널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사이트에 대

한 의존이 적었다. 당시 전자저널 사이트의 62%가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의 장서(예

를 들어 NewJour Electronic Journals and Newsletters 또는 Scholarly

Societies Project)로 갈 수있는링크를포함하고있었던것에반해, 이번연구에서는

30%만이그와같은링크를포함하고있었다. 또한 1차연구에서 114개사이트중 16

<표 4> 전면(Full-Page)주석에서자주제공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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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단

1개만이이범주에속해있었다.

전자저널출판사사이트로의링크

출판사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의 수는 1차 연구에서 84개 던

것이 2차 연구에서 65개로 감소되었다. 다른 도서관 또는 기관 사이트에의 링크처럼

감소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도서관들이 독립적으로 전자저널에 대

한직접적인접근을제공하는최근의경향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DB 공급업자(Vendor Aggregator) 사이트로의링크

상업적인 DB 공급업자의 서비스가 도서관에 전자저널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할 것31)이

라는 최근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에서는 전자저널 페이지의 관리를 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 저널 웹 사이트

의 32%(105개 중 34개)가 한 곳 이상의 DB 공급업자 서비스의 웹 사이트로 링크를

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서비스는 많은 장서 리스트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

이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던 서비스는 OCLC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16), EBSCO Online(11), Catchwor(10), OVID Journals(7)과 같은 것

들이다. 어떤경우에는 DB 공급업자의사이트로링크를해야만전자저널을이용할수

있어서그것이유일한접근방법이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도서관은공급업자에의한

서비스의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자신들의 접근방법으로 대체시켜 공급업자의 장서에

포함되어있는개별적인저널명에직접연결되도록하 다. 

온라인목록으로의링크

전자저널 웹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목록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비율은 과거

3년사이에두배가되었다.<표 5 참조> 사실많은사이트가온라인목록과매우 접하

게연관되어있다. 앞에서 논의한바와같이어떤전자저널검색엔진은전자저널레코

드를검색하기위해서실제로는목록을검색한다. 목록안에있는전자저널레코드의이

용가능성을알려주는안내도쉽게찾아볼수있다. 일부웹사이트는모든전자저널또

31) Shemberg and Grossman, “Electronic Journals in Academic Librarie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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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추가되는전자저널이목록속에포함되어있음을알려주고있고나아가몇몇군데에

서는이용자로하여금전자저널페이지보다는목록을이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어떤

곳은단지어떻게목록에서전자저널을이용해야하는지설명만해주고있다.

전자적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웹 사이트에 대한 전자적 색인과 초록서비스가 되도록 링크를 포함하고 있

는 도서관의 수 또한 1차 연구에 비해 두 배가 되었다. 이전보다 많은 연속간행물 기사

색인이원문을제공하게됨에따라전자저널의범주에포함되고있다. 105개 사이트중

48개(46%)가 전자저널 페이지에 원문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별

저널명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는 Air 대학도서관의 사이트(http://www.au.af.mil/

au/aul/periodicals/elecj.htm, 23 March 2001)를 들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이용

자가 저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접근하는 방법과 데

이터베이스로의 연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이와 같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경우의문제점은데이터베이스에들어가서이용자가특정저널을어떻게찾아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Virginia 대학도서관의 사이트(http://www.lib.

<표 5> 전자저널웹사이트에서제공되는링크정보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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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edu/journals.html, 23 March 2001)는 전자저널 목록 레코드와 InfoTrac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안내 페이지(“InfoTrac에서 저널기사 찾기”)를 넣음으로써 이와

같은문제를해결하려했다. 이와같은페이지는이용자가실제 InfoTrac에 연결하기전

에특정저널을어떻게브라우징하는가에대한안내사항을제공하고있다. 

컨소시엄

DB 공급업자의서비스에서와마찬가지로전자저널의접근을제공하기위해전적으로

컨소시엄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컨소시엄이 회원에

게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서관이 컨소시엄 사이트를 부차적

인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자저널의 접근을 제공하는 컨소시엄의 역할

은 지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차 연구에서는 99개 중 단 10개(10%) 던 것에 비

해, 22개 사이트(21%)가 컨소시엄사이트에대한링크를제공하고있다. 흥미롭게도

세 곳의 CIC(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회원 사이트가 CIC 전자

저널장서가없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에대한링크를유지하고있었다. 

1차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포함해서 조사된 웹 사이트의 눈에 띄는

기타의 특성들은 <표 6>으로 나타내었다. 그 중 하나는 Yale 대학(http://jake.

med.yale.edu, 23 March 2001)의 참고정보원인 jake(Jointly Administered,

<표 6> 조사된웹사이트의기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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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nvironment)를 들 수 있다. 이 정보원은 이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키고특정저널의원문을제공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게하고있다. 도서관사이

트의 상당수(35개 이상)가 이용자에게 원격 접근과 프락시 서버의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있다. 또한 ARL 주소록에의링크를제공하는수가눈에띄게늘어남을알수있었

다. 그밖의세가지특성중도움말페이지의링크에관한것은TriUniversity 연합도서

관의 사이트(http://www.tug-libraries.on.ca/ejournals/ help/ejournal_help.html,

19 June 2001)를 예로 들 수 있다; FAQ에 대한 예는 시카고의 Illinois 대학 사이트

(http://www.uic.edu/depts/lib/science/resources/ ejfaq.shtml, 19 June 2001)를,

저작권과 공정한 이용에 관한 안내문의 예는 Grinnell 대학 사이트

(http://www.lib.grin.edu/internet/mags.html, 19 June 2001)를들수있다.

5. 온라인목록에서의전자저널

중요한경향중의 하나는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저널의 목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러 문헌들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32) Shemberg와 Grossman33)은

ARL 도서관의 79%와 ARL이 아닌 도서관의 39%가 OPAC을 통해 전자저널의 접근

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우리의 연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조사된

거의모든도서관이적어도전자저널의일부를목록에포함시키고있었다. 

우리는도서관의웹사이트에포함되어있는전자저널이OPAC에서도온라인저널명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하는 레코드로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각각의 온라인 목록

을 검색하 다. 105개 도서관 사이트 중에서 3개는 목록검색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한

도서관은온라인목록을유지하지않고있었고다른두도서관은목록에의접근이제한되

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102개의도서관에대해서만목록검색을수행하 다.

도서관 목록을 검색하기 위해 각 사이트로부터 가능한 다양하게 5개의 저널명을 선택

하 다. 무료 접근 가능한 것과 제한적 접근의 저널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다양한 장서

32) See Pulinger, “Academics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166; Simpson and

Seeds, “Electronic Journals in the Online Catalog,”129; and Montgomery, “‘Fast

Track’Transition,”299.

33) See, for example, Shemberg and Grossman, “Electronic Journals in Academic

Librarie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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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102개의 도서관 중에서 98개(96%)가 우리가 검색한

5개의 저널명 중 적어도 한개 이상을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34%의 도서관이 5

개 모두를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그림 7 참조) 사서들은 적어도 일부 전자저널의

서명이 그들의 목록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경우에

는“순수”전자저널만을 목록하고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것은 배제시

켰다. 무료접근가능한서명또한거의목록을하지않는것으로보 다. 목록작업은상

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사된 많은 도서관이 전자저널을 모두 목록하고

있지만아직그목적을완전히깨닫지못하고있다. 

6. 결론

사서들은 웹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자저널의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

가 목록에 전자저널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가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도

서를 브라우징할 때와 같이 리스트를 전자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OPAC을 통해 저널명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34) 또한 직원과이용자는도서관의전자저널을모두한곳에모아주는리스

34) When considering the removal of our e-journal subject list, we posted a message asking

patrons to e-mail us if they used the page regularly. Twenty people responded, saying

[그림 7] 온라인목록에서의저널명검색(n=102)



도서관 Vol.59 No. 1(2004년봄호) 165

트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이번 연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웹 사이트를

구축해 온 도서관의 전자저널 웹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나 복잡성

이증가된것을알수있었다.

전자저널 웹 사이트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모델 즉 high-maintenance HTML 모델,

low-maintenance HTML 모델, 목록기반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기반모델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전자저널 접근방법의 경향과 부합되는 것들이다. 예

를 들어 출판사나 DB 공급업자의 전자저널 패키지와 전자저널 장서에 대한 명백한 추

세가나타나고있다. 그 결과일부도서관은출판사나공급업자의사이트에대한링크를

제공하면서 low-maintenance HTML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OPAC에 전자저널

레코드를 포함시키는 경향은 전자저널 페이지를 목록 기반으로 구축해 온 많은 도서관

에서입증되고있다. 데이터베이스기반모델이아마도점점양도늘어나고정의의경계

도 불분명해지는 원문 전자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해답이 될 것이

다. 이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관리능력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접근방법의 유연성 모두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델을 변화시킨 흥미롭고 진보적인 사이트를 몇 군데 볼

수있었다.

노트르담 도서관(http://lib.nd.edu/eresources/gateway/ejour/index.html, 22

March 2001)의 전자정보원 게이트웨이는 이용자가 저널명, 상세주제, 대주제, 형식에

따른리스트를선택할수있도록 drop-down 메뉴방식을사용하고있다. 또한 이용자는

출판사뿐만아니라같은범주에속한전자저널들을선택할수있다. 이와같이디자인되

어진 사이트는 개별 저널명에 대한 주석뿐 아니라 이용제한 등을 표시하는 아이콘을 사

용하고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전자저널만을 포함

하고 있다. 이 사이트(http://oldsite.library.upenn.edu/webbin5/resources/

ejspublic5.cgi, 22 March 2001)는 주제의배열에의해조직되어있으며저널명, 원문

이용가능, 대주제, 상세주제, 출판사나 DB 공급업자의 패키지, 원격접근가능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다. 검색창은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특정

저널명을검색하는데사용된다.

that the ability to browse by subject was very important to them. See also Hudson and

Windsor,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Journals,”16.

35) Knudson, “Database-Driven Electronic Journal Web Page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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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참신한 사이트는 코네티컷 대학(UConn)의 @Compass Full-Text E-

Journal Locator(http://norman.lib.uconn.edu/NewSpirit/FullText/, 22 March

2001)를 들 수 있다. UConn 사서들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상업용 온라인 저널 공

급업자를통해접근할수있는것을포함하여 10,000종 이상의전자저널을포함하는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이용자는 검색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저널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알파벳순에 의한 리스트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또한 무료 접근 가능한

전자저널에대한링크페이지를포함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 기반 모델이 미래의 전자저널 접근방법의 표준이 될 것인가? 저자들은

전자저널의 접근방법에 요구되는 기술이 점점 일반적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이라고믿는다. 이 모델은전자저널의많은접근점을허용하는기능적으로가장좋

은 검색방법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서들은 high-maintenance HTML에서

와같이저널명, 주제등에의한독립된페이지를유지하는데 요구되는부담을덜수있

을 것이다. 이 모델은 또한 다른 원문 전자 정보원과 전자저널을 함께 범주화할 것인가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를“형식”에 의한 접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사나 DB 공급업자와 상관없이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저널의리스트를하나로만들수있게해준다는것이다.

전자저널 웹 사이트는 기술과 전자저널 이용방법의 변화에 따라 틀림없이 빠른 속도

로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며, 매력 있는 연구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전자저널의 유

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모델은 흥미 있는 개발모델로 앞으로 도서관 사이트

들이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지켜보는 것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 전자저널 유

지관리에관한문헌들은전자저널장서에있어구독대행사서비스의역할증대를예측하

고 있지만 이번 우리의 연구에서는 주시하지 않았다. 도서관들은 DB 공급업자가 제공

하는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가? 만약그렇다면어느정도로수용하고있는가?

추가적으로앞으로이루어질수있는연구에관해두가지주요문제를거론하고자한

다. 사이트에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전자저널을 포함시키는 도서관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

에관해저자들은왜이런경향이나타나고있는지밝히는연구가앞으로이루어져야됨

을제기하고있다. 넓은의미에서사서들은전자저널을선택하기위해어떤기준을사용

하고있는가? 개별 저널명에의해이루어지는가아니면전자저널패키지에근거를두고

패키지에 포함되는 모든 저널명을 수용하고 있는가? 전자저널 유지관리를 둘러싼 문제

들은확실히당분간흥미있는분야로남아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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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공공도서관의현재와미래

R. Ramachandran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오시는데어려우셨으리라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폭설때문에불편하고

교통체증도 유발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3년 전 시카고에서 눈이 내

린것을본이후이렇게많은눈이내린것을처음보았습니다. 

오늘의강연주제는‘싱가포르공공도서관의현재와미래’입니다.

싱가포르 도서관은 3단계로 발전해왔습니다. 1단계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2단

계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2단계에 대해서 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2단계에서 싱가포르의 공공도서관이 과거의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현대식의 시민들이

사랑하고좋아하는도서관으로변모하 기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섬에 위치한 도시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계이고,

말레이시아계와 인도계가 다음으로 많고,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총 면적이 685.4㎢에 불과한 신생국가로 역사도 얼마 되

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읽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서관의

이 자료는 2004년 3월 5일에 열린 공공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Ramachandran 신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가진 특별강연회의 원고이다. Ramachandran
사무총장은 미국 East West Center Scholar에서 문헌정보학 석사를 받고 싱가포르국립도서
관장겸동남아도서관인대회사무총장을역임하 다.  

강 연 원 고



역사가싱가포르의역사보다훨씬오래된것을알수있었습니다. 그러나싱가포르는매

우작은나라이지만도서관이참많습니다. 

1992년 싱가포르의 정보예술부장관은 공공도서관을 변화시키기 위해‘도서관 2000

년 평가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1995년까지 3년 동안의 노력이 도서관 2000년 보고

서를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었습니다. 커다란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었

습니다. 

첫번째 목표는 싱가포르인들의 학습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도서관하

면도서와참고문헌을대출해주는곳이라고단순하게생각합니다. 하지만우리는그보

다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도 학교와 똑 같은 교

육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로비를 시작했

습니다. 

두번째 목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도서관을 통한 학습과

교육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싱가포르를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는것을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도서관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도서관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 도서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대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정치인들의 수긍과 지원을 받

아냈고정부의예산지원도받을수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망은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유

용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도서관은 사

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무용지물의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망을 세우고 도서관의 재건과 변화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

게생각했던것은바로시범사례입니다. 전국적인사업을실시하기전에우리는반드시

시범사례를 선정해서 도서관의 성패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실패하는 사례는 개선

하고 보완했으며 성공하는 사례는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전략중가장중요한부분이바로이시범사례를시도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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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싱가포르 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국가도서관리국은 90개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도서관, 지역구도서

관, 지역사회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800,0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역구도서관은 300,000∼400,000명의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그 아래로 어린이도서

관이있습니다. 이렇게싱가포르는 4단계의도서관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각각 기능,

장서수, 서비스대상이용자의부류등이모두다릅니다. 도서관분포도에서빨간점이지

역구도서관, 초록점이 어린이도서관, 파란점이 지역사회도서관입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도서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인들이 어디서든지 도서관을

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공공도서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도

서관, 둘째, 지역구도서관, 셋째, 니치(틈새)지역사회도서관, 넷째, 테마도서관, 다섯째,

DIY도서관, 여섯째, 지역사회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들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

하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도서관으로 1999년에 개관한 오차드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사람

들을 위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서관은 정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

서관은 특이하게 쇼핑몰 안에 조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18∼40세의 사람들은 도서

관하면지루한곳, 현대적이지못한곳, 아이들을데리고갈수없는곳이라고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쇼핑몰 안에 도서관을 만들었

습니다. 즉, 도서관은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의 종류도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고전소설보다는 현대소설,

잡지, 여행, 자기개발 및 관리, 음악 등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책을 비치해 놓았고 많은

젊은이들이도서관을찾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쇼핑몰

주변에 큰 서점이 있었는데 도서관으로 인해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서점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 습니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

으면서 책을 열람한 후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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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시범사례를 실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사람

들이원하는콘텐츠를마련해놓으면더많은사람들이도서관을찾는다는것입니다. 다

시 말해서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때로는 경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들처럼 사고하고 도

서관을운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둘째, 지역구도서관인 우즈랜드 지역구도서관입니다. 2002년에 문을 연 장서가

100,000권에 달하는 큰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가 도서관을 찾고 있

습니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던 싱가포르의 동쪽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서관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사람들곁으로찾아간것입니다. 

그 지역의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이 용이했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흥하는 콘텐

츠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도서관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관일에

20,000명이 몰려와 슈퍼마켓이 새로 문을 연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서관에서

책을무료로배포해서사람들이많이모이는줄로안사람들도많았습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얻은교훈역시사람들에게찾아가는도서관을만들어야된다는것입니다.

셋째, 니치(틈새)도서관인 베독 지역사회도서관입니다. 개관은 1985년으로 2001년

에 전면 개보수공사를 하 습니다. 이 지역에는 모슬람을 믿는 말레시아인들이 많이 살

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어로된 책, 말레이문화 관련 책,

그 지역사회에관한책으로장서를구성하 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그지역에있는사

람들뿐아니라타지역에서도해당지역사회에대해더알수있는장을마련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색다른 개념의 시도로 헬스@BE라는 건강구역을 신설하 습니다.

여기에는 건강관련 서적만이 아니라 헬스기구도 같이 비치하여 서적을 보고 배운 내용

을 직접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 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을 활동하고 실천하

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려면 체육관이

나헬스장으로가야되지만이도서관은그러한수고를덜어주었던것입니다. 새로운아

이디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읽고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었습니다. 즉, 조용한 장소, 책을 대출하고 항상 정숙해야 되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좋

아하는 활동 공간, 독서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도서관을 바꾼

것입니다. 나이가있으신분들은조용한것을좋아하십니다. 하지만젊은사람들은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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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다. 때론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시끄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

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니치도서관의 목적이었습

니다. 

넷째, 2002년에 문을 연 테마도서관 에스플라나데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완전

새로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인근에 공연예술극장이 생겼는데 이 극장에서는 매일 새

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싱가포르 뿐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극장

에서공연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극장이극장에서그친것이아니라도서관의

기능까지접목하여에스플라나데도서관이탄생한것입니다. 

예술에 심취한 예술가, 예술애호가, 감독, 연기자 등이 와서 화, 예술작품을 감상하

고 피아노 연습도 하고 예술 관련 비디오, CD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술전문도서관

이되었습니다. 즉, 도서관과예술간에연결고리를만든것입니다. 

다섯째, 2002년 개관의 DIY도서관인 센깡 지역사회도서관입니다. DIY(Do-it-

Yourself)는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셀프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셀프서비스로 해야 하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셀프로 요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여러 역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해보면 어떨까 생

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운 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기기 등 많은

비용이지출되기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돈이 많이 드는 도서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DIY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ATM기기를 사용해 출금과

입금을 하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자동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세븐

일레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완전 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명 정도가 배

치되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도서관이 작으면 서비스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

하기 쉬운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도서 뿐

아니라참고문헌에대해서도모두자동대출및반납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 

중앙도서관과는 비디오전화로 연결되어 있어 질문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 중앙도

서관에있는직원과통화할수있는시스템도마련해놓았습니다. 즉 원거리에서도사용

자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이베리안(cyberian : 사이버상의 도서관 직원)을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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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역사회어린이도서관입니다. 동단위 어린이도서관 개념이 1992년에 처음

제안되어 현재까지 주거지역의 유휴공간과 아파트 단지 내에 20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책도 많이 읽

고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도서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읽으면서 도서관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버스, 전철 타

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어렵겠죠. 더구나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가면 아이

들은 더더욱 도서관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물 1층에 도서관을 만들었습

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파트 혹은 건물 1층은 로비 등으로 빈 공간으로 남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면 버스, 전철을 타지 않고도 도서관에 올 수가 있습

니다. 우리는 이 도서관에 어린이 전용 도서를 10,000권 정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도 도서관

에아이들이있을수있는등편리하고유용한도서관이되었던것입니다. 

때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는 등 싱가포르 전 세대에 걸쳐 독서

를 권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우리단독의힘으로는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생각해낸것이유치원재단과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도서관에

와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파트너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도서관은매우중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에있어서중요한세곳이있습니다. 첫째는 가

정이요, 둘째는 학교, 셋째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또한 세명의 중요한 사람으로는 첫째

가부모요, 둘째가선생님, 셋째가바로도서관직원입니다. 다시말해서도서관은한국

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인구의 14∼

15%가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인구 30,000명당 1개의 도서

관이 있는 반면 아시아지역은 인구 5백만명 당 1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도서관을 지어 도서관 활용문화를 장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을

마련하여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도 또한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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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게 하기 위해 여러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해 3,000∼4,000개의 도서관 프로그램이 연극,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다른 기관및기업들과연계해서이러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

리고 라디오, TV 등의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만을 보고 도서관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도서관의 시설과 책을 보고 도서관을 지속적으

로찾을수있게하고있습니다. 현재싱가포르의도서관은구연동화뿐아니라강연, 문

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

을수있었습니다. 

그 중하나가바로‘아시아어린이축제’입니다. 이 축제는싱가포르의문화와어린이책

을 소개하는 축제 습니다. 또한‘출생과 독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에 있는 갓 아이를 낳은 부모를 찾아가 책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합니다. 지금은 독서가

얼마나중요한지알고있는저도젊었을때는독서의중요성을몰랐습니다. 젊은부모들

도 그 중요성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찾아가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아이에게꼭시간을할애해서책을읽어주기를권장하고있습니다. 또한기업

들과연계해‘좋은부모되기’등의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습니다. 

도서관을 독서의 공간만이 아니라 토의, 강연, 프로그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전통적인방법으로독서를권장하는것이아니라사람들의삶에독서가일부분이될

수있도록해주어야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에 대해서 좀 말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편해졌습니

다. 신용카드, 현금인출기없이현금으로만써야된다면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 신용카

드, 현금인출기가있으니빨리, 효율적으로돈을뽑아쓸수있는것입니다. 도서관운

에 있어서 상업적인 면을 고려한 결과, 도서관에 세계 최초의 전자도서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여기에는 24시간 대출, 반납 창구가 있고 대출자 질문창구도 있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대출가능 책이 몇 권이나 되며 연체료는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력과 비

용을줄일수있다는것입니다. 

기술은초기비용이많이들지만궁극적으로 4∼5년이지나면그값어치를다할수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편리함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24시간 내내언제든지책을반납할수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도입함으로써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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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50원, 100원의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지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

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시간을 전문적인 업무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

술에 투자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강연을마치기전에마지막으로 2개의도서관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계획, 설계, 건축 단계에있는청소년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12∼

18세의 청소년을위한전문도서관입니다. 여러 도서관의회원등록현황을조사해본결

과 어린이, 어른은 있는데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모이게하기위해청소년도서관을만들기로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원하

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떠한 도

서관을원하는지, 어떠한도서를비치했으면하는지등그들의의견을직접들으려고노

력했고조사내용을반 하여도서관을계획하고설계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도서

관 관리, 운 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계획

하고청소년들이만들고청소년들이관리할도서관인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말에도

서관이개관을하게되면더많은청소년들이도서관을찾게될것입니다. 

두번째는 2005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신도서관관리청(중앙도서관)입니다. 현대식의

16층 건물로주로참고문헌을다루는도서관으로만들예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의국립

중앙도서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장서수도 많고 참고문헌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참고문헌 관리, 도서관

서비스, 보관방법등을보기위해제가이렇게온것입니다. 또한소외계층을위한책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우리도싱가포르의성공사례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 드리겠습니다. 1960∼1990년까지는 한가지

목적의모두같은모습으로도서관이지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는이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도서관, 세분화된 도서관,

전문/특화된도서관을만들기위해노력했습니다.  

둘째, 과거에 도서관은장서를보관하는곳에불과했습니다. 즉, 소비자중심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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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공하지못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서비스중심의정보제공자로서의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슈퍼마켓, 백화점처럼 도서관도 친절, 도움에 기반을 둔 서비

스를제공하고자노력했습니다. 

셋째, 도서관은 정보의보고이자보관장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이러한정보가인

쇄매체를 통해서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멀티미디어, 즉

다양한형태로정보를보급하기위해노력한것입니다. 

넷째,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도서목

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장서를 구비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지 않

아도됩니다. 인터넷에만접속하면어디서든지원하는책을찾을수있습니다. 

다섯째,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서관이 사람들 곁

으로찾아가야합니다. 따라서사람들이있는쇼핑몰, 슈퍼마켓으로찾아가야합니다. 

여섯째, 과거에는 도서관에 자료가 오면 그때서야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

했습니다. 하지만이제는적시에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원하는때에정보를제공하지

못하면 모두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즉, 이용자들이 요청할 때 바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째, 과거에는그지역에사는사람들만도서관을이용했는데이제는전세계에있

는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어디서든 도서관의

목록을검색할수있게되었기때문입니다. 

여덟째, 과거에는 모든 것이 무료 지만 이제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료

화시키는것도있습니다. 단순히책을이용자에게빌려주는것이아니라그사이에부가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유용하게 접근이 용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도서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물론 무료로제공하는서비스도

있지만때론유료화해야되는것도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도서관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인구의 40%가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율을 앞으로 50%로 올

릴 것입니다. 도서관이 가치 있고 유용한 곳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또한수긍해야합니다. 어떤분들은정부지원도없고예산도턱없이부족하다고불

만을토로하시는데사람들이좋아하고사랑하는도서관을만드시지못했기때문에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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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서관을 만든다면 예산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오히려정치인, 정부가더많은지원을아낌없이해줄것입니다. 

도서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매우 중요한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

기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모두

지식정보화시대를살아가고있고앞으로도그럴것이기때문에도서관을중요하게생각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

가를발전시킬수있도록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통역정리 : 동시통역사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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