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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yhy@daegu.ac.kr)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윤희윤1)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of germany’s libraries with priority given to public library. Germany is a federal

republic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1949 with a strong regional tier of government,

16 states and city-states(lander), which have substantial autonomy in their dealings

with the two lower tiers of government within respective territories, the rural and

urban districts(stadtkreise and kreisfreie stadte), municipalities(gemeinden). And the

German legal system is based on the civil law tradition and there are two sources of

law - statute and customar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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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게르만족(프랑켄족, 삭센족, 동부 고텐족)은 기원전부터 독일의 북부지역, 스칸디나비아 반

도, 지금의러시아서남부에정착하여살았다, 그러나일대의악천후와황무지에버티지못하고 2

∼3세기경에유목생활을시작하 고, 남쪽지방으로이동하 다.

government does not act as a central authority for libraries as the federal states

exercise independence in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Responsibility lies,

therefore, with the respective state ministries. For that reason, federal government did

not legislate on public libraries and the Lander did not legislate on public libraries,

except that of Baden-Wurttenberg, while Lander laws on universities’libraries are in

force.

모든국가는나름대로의독특한역사, 정치체제와문화, 행정체계와법제를가지고있

다. 각각의 상황조건이 자국의 도서관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조감하

는작업은필요할뿐만아니라주목할내용도적지않다. 이 연구는서방제국중에서일

찍이 연방제를 채택한 독일을 대상으로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도서관 행정체계의 근간을 형성하 을 뿐만 아

니라 법제에도 향을 미쳤으며, 역으로 도서관 관련법제가 행정체계를 구조화하는 근

거로 작용하 다는 예단 하에 양자를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는 소위 참여정부가 추

진하는 국정 로드맵의 한 축이 지방분권이고 그 파장이 도서관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국을 달리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1. 서 론

독일은 고성의 나라, 맥주의 고장, 라인강의 기적, 유럽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회자되

고 있다. 그 역사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시작되었다2)고 하지만, 4∼6세기경 중앙아시

아(몽골계) 유목민의 일파인 훈족의 남하로 게르만족(특히 동부 고텐족)이 서쪽으로 이

주한 시기, 즉 481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이후의 전환기적 연대기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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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대제의 프랑크 왕국(768∼814),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 등장한 제1제국(신성 로

마제국, 962-1806), 비스마르크의 제2제국(1871∼1918)3)과 제1차 세계대전후 붕괴,

나치-파시스트 사회주의의 제3제국(1933∼1945) 등장, 제2차 대전 후 동서독의 분리

(1945∼1990), 그리고통합독일의탄생으로집약할수있다. 

이처럼 독일의 역사는 불연속성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파장은 현대 세계사

를 좌우하 을 정도로 심대한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권력구조나 행정체계

에도 내면화되어 있다. 수 세기간 난립하 던 주(제후)와 제국의 문화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었고, 나치망령의 부활을 우려한 전승국의 의지가 헌법구성과 권력구조에 반

되어 분권화를 재촉하 다. 요컨대 독일연방의 헌법(기본법)과 주헌법에는 나치즘 성

격의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민주화·분권화·비군사화를 지향하는 점령국의 의지가 강

하게 반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유럽의 중심부에서 35.7만㎢의 국토면적과 8천 2백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은 인구의 99%가 게르만족이고 독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주권국가가 아닌 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는 연방대

통령(Bundesprasident)이지만 정치적 향력이 없는 초당적 존재이며, 대신에 연방수

상(Bundeskanzler)이 국가의중대사를결정한다. 그러나독일은 16개의연방주4)로 구

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 북미나호주보다더분권화되어있기때문에연방수상의권한

도상당히제한적이다. 

상술한 독일의 역사적 배경이 도서관의 행정체계 및 법제에 단초 내지 향요인으로

작용하 다는사실에대해서는재론의여지가없다. 이에 본연구는단일주권국가인국

내와 달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을 대상으로 도서관 행정시스템 및 법제를 분석

하고자한다. 아직국내에는거의논급되지않았다는점에서안목의확장과더불어선진

국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5

3) 제2제국은 22개의 군주국(Monarchie)과 3개의 동맹도시(Hansestadt)로 구성된 독일 최초의

연방국가이다. 그러나 1707년 스코틀랜드를통합한 국이나 1792년에 공화국을성립한프랑스

등의다른국가보다늦은편이다. 

4) Baden-Wurttemberg, Bavaria,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

Mecklenburg-Vorpommern, Lower Saxony, North Rhine-Westphalia, Rhineland-

Palatinate, Saarland, Saxony,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Thuringia



2. 도서관의역사와개관

어느 국가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축약하기란 쉽지 않다.

독일 도서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도서관의 모태가 수도원이었듯이 독일 도

서관사도고대사회가붕괴된후에등장한수도원도서관(monastery library)을 기원으

로 한다. 이미 6세기경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수도원 도서관은 12세기에 출현한 대학에

그 자리를 양도할 때까지 기록문화(서적수집과 사본제작 등)의 유일한 거점이었지만,

근대적공공도서관으로서의역할은제한적으로수행하 다.5)

그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독일에서 수도원 도서관이 대학으로 이관·편입되었거나 대

학에 부속도서관이 등장한 시기는 14세기 중반이다. 이 때에 설립된 대학으로는

Prague(1348년), Vienna(1365년), Heidelberg(1386년), Clolgne(1388년),

Erfurt(1392년) 등이 있다.6) 15세기에 들어와서는 Ratisbon(1430년)을 시작으로

Ulm(약 1440), Erfurt(1440) 등에 타운도서관(town library)이 설립되었다.7) 이어

1477년‘Eberhard-Karls-Universitat in Tubingen’에 도서관이, 1543년에는 도미

니코수도원의장서를인수한‘Leipzig University Library’등이설립되었다. 

19세기 중반에는 18세기의 독서서클을 전 단계로 삼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민

중)도서관 건축이 활발하 는데, 베를린의 경우 1850년에 4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하

다. 1894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공공대출도서관인‘Central Library in

Leipzig’(DZB : Deutsche Zentralbucherei fur Blinde)이 설립되었다. 1893∼1897

년까지 독일에는 3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개관하 고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으

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72개 도시에서 무려 378개관이 파괴되었다. 패전과 더불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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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세의도서관사에일가견을가졌던클라크(J.W. Clark, 1833∼1910)는 당시의수도원도서관

을‘중세의 공공도서관’으로 단정하 으나, ‘공공’이란 어휘에 내재된 3가지의 필요·충분조건

(대중공개성, 공비운 성, 무료이용성)을 완전충족시키는데부족함이있었다는측면에서동일

시하는것은무리가있다.

6) Jügen Seefeldt and Ludger Syre, Portals to the Past and to the Future : Libraries in

Germany(Hildesheim : Georg Olms Verlag, 2003), p. 14.

7) Frank B. Sessa, “Public Libraries, International : History of Public Library,”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edited by Allen Kent, et al.(New York : Marcel Dekker,

1978), p. 269.



서로 양분된 상황에서도 재건과 신축을 거듭하여 12,000개를 넘었으나, 통일 후에는

[그림 1]과같이계속감소하고있다. 

2001년말 현재 독일의 주정부별 도서관 현황은 <표 1>과 같다.8) 그리고 주요 지표를

도시한 [그림 2]를 보면 인구 1인당 소장책수는 1.6권에서 1.4권으로 낮아졌고, 1만명

당 직원수는 2.2명 내외로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적은 편이다. 봉사포인트당 대상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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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efeldt and Syre, op. cit., p. 55.

<표 1> 독일의주정부별공공도서관현황(2001) 

주/자치도시
도서관 1관당봉사 1인당 1인당 1인당
수 대상자수 자료수 대출수 방문회수

Baden-Wurttemberg 1,166 7,922 1.60 5.2 1.45

Bavaria 1,872 5,582 1.91 5.0 1.36

Berlin 129 26,218 1.28 3.8 1.51

Brandenburg 328 5,920 2.36 6.9 1.54

Breman 25 26,409 0.93 3.9 1.91

Hamburg 50 34,308 1.01 5.7 2.62

Hesse 412 11,235 0.95 2.2 0.56

Mecklenburg Hinter Pomerania 142 7,556 2.66 6.1 1.61

Lower Saxony 879 7,590 1.51 3.7 1.02

North Rhine  Westphalia 2,083 8,592 1.44 3.6 1.16

Phineland Palatinate 621 4,316 1.58 3.4 0.87

Saarland 121 773 1.07 1.8 0.57

Saxony 619 6,248 2.12 5.3 1.71

Saxony Anhalt 436 4,563 2.64 5.1 1.66

Schleswig Holstein 127 13,574 2.43 7.7 1.45

Thuringia 317 5,663 2.67 5.4 1.78

계 9,327 7,575 1.65 4.3 1.30



의 경우, 1991년에는 5,318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6,763명으로 무려 27.2%나 증가

하 다. 그 이유는 통일 후에 도서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베를

린의 공공도서관은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일부 공

공도서관이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 현재 9,327개관이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1994년에 공

공도서관을‘교육·문화·정보의 활력과 평생학습·주체적 의사결정·문화발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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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공공도서관수의연도별변화추이

[그림 2] 독일공공도서관의주요지표(1991∼1998)



인류평화와 정신복지를 배양하는 필수기관’으로 규정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9)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라할수있다. 다만‘도서관의인프라는잘구축되어있지만, 전용법

률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거의 중시되지 않으며 주정부의 향력과 조

정력도 약화일로를 거듭함으로써 도서관 행정체계 및 정치적 위상은 많은 문제점을 가

지고있다’10)는 지적은최근공공도서관계의현주소를대변하는것으로볼수있다.

게다가 독일의 모든 도서관은 그 기능에 따라 공공도서관(offentiche bibliothek)과

학술·연구도서관(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독일의

보편적인 관종이며, 학교도서관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14,200개관이 있다. 그 중에서

지자체가 약 5,400개의 공공도서관과 4,000개의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다.11) 공공

도서관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참고도서관과 일반도서관으로 양분된다. 반면에 후자에

는국립·주립도서관과대학도서관이속하는데, 양자가 출발할당시에는성격과기능을

달리하 으나, 모든 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공공’도서관의 일부

로간주되고있다. 그 외에도 2001년말현재공공도서관의지원기관별구성분포를도시

한 [그림 3]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톨릭 및 복음교회에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4,700개관을 운 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기관이 수 천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설립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개방하고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여 왔다는 사실은

인접국가와비교할때특징적인현상으로간주할수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의 정치적 구조(연방의 독립성, 공공도서관 책임성의 분

산화, 국가차원의도서관법부재), 적절한 자금의부족(고가의장비와고액의통신비용,

엄격한 예산제도), 인력문제(훈련시간의 부족, 정보기술에 대한 사서직의 심리적 장애,

도서관서비스를 정보업무가 아닌 문화업무로 간주하는 시각), 기타 기술적·법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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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tp://www.unesco.org/webworld/libraries/manifestos/libraman.html

10) Friedrich Geisselmann, “Library Planning in Germany,”Liber Quarterly, Vol.13,

No.3/4(2003), pp. 181-189.

11) Ibid., p. 51.

12) http://www.destatis.de/basis/e/biwiku/kultgraf4.htm

13) Horst Ernestus, “Public Librari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9, edited by Allen Kent, et

al.(New York : Marcel Dekker, 1973), p. 445.



는도서관의발전을가로막고있다.14) 게다가 문화에 대한저조한인식과관료사회의일

반적 풍조가 도서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외에 모든 도서관이 정보기술에 의

존하는 시대에는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전통적 차이가 부질없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여전히존속되고있다. 이러한비판은독일에만국한된것이아니다. 

3. 도서관행정체계의분석

3.1 정부의행정체계와사무

현재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자로 통일된 후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13개는

광역주, 3개는도시주)로구성된연방제국가이다. 이러한국가형태하의행정체계를이

해하려면동서독의분단과기본법(헌법)의제정과정에대한언급이선행되어야한다. 

1945년 5월 8일자로독일제3제국이무조건항복함에따라동년 7∼8월에개최된포

츠담회담에서 연합국의 분할통치15)가 결정되었다. 먼저 균등원칙에 입각한 각주의 정

리·통합이단행되었고, 1946년부터중앙집권적전체주의를배제하는방향으로주헌법

10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14) CORDIS, “Extracts from Country Studies : Germany,”<http://www.cordis.lu/libraries

/en/plis/germany.html>

15) 연합국 수뇌부의 포츠담회담에서 미국과 국이 각각 4개주, 프랑스가 3개주, 소련이 5개주를

통치하기로결정하 다.

[그림 3] 독일공공도서관의지원기관별분포

공공기관 58.8 %

36.5 %

3.5 %

1.2 %

카톨릭교회

복음교회

기타



이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한입법부(의회), 행정부(의원내각제에기반한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3권 분립에 의한 주정부의 통치조직이 확립되었고, 주별로 지방자치법

이 공포·시행되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1948년 2월에 개최된 런던회의의 결과, 서방

측 관리지구를 포괄하는 독일연방공화국(소련 점령지역은 동년 10월 7일에 독일민주

공화국)의 수립이 결정되었으며, 이 때에 작성된‘프랑크푸르트문서’(Frankfurt

Dokumente)에는 각주의 수상에게 헌법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년 8월 10일 바이에른주에서 헌법위원회가 소집되어 초안이 작성되었고 점

령군사령부가승인함으로써확정되었다. 1949년 5월 23일자로공포(시행일은1950년 5

월 24일)된‘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ur die Bundersrepublik

Deutschland)은 전문과 11장 146조로 구성된 연방헌법으로써 통일 때까지 한시적으

로적용되었다. 1990년 8월 31일에조인된「양독통일조약」제4조에근거하여제146조

가 개정됨으로써헌법의시한성이사라졌으며, 2002년말까지무려 49회나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기본법은 제20조에서‘독일을 민주적, 사회적, 법치적 연방국가로

규정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과 국가조직(입법, 행정, 사법)을 통하여 행사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따라서독일연방제는주정부에집중된집행권한, 입법권한의경합범위확대

및 연방정부의 우월성 인정, 주정부의 전속적 입법권한의 축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의행정체계는수상과 13개 부처16)의 장관으로 이어지는라인조직하의

중급및하급행정단위로구성되어있다. 연방의권한은기본법제3장에서규정한‘연방

법의 발의권, 연방참의원17)의 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양원(연방의원과 참의원) 협의

회의 소집요구, 법률에 기초한 법규·명령의 제정, 연방 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 의회의

연방예산 수정에 대한 동의권의 보유, 주정부의 연방법 집행에 대한 감독, 일반적 행정

규칙의 공포, 연방 고유행정의 집행, 군대명령 및 사령 등’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87∼

91조는 연방공화국(주)의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국방, 외교, 헌법보호를 위한 연방사

무, 재판, 통계, 연방 세입관리, 문화(극장, 박물관, 도서관), 국도·고속도로·운송, 국

가하천, 공항 및 항공, 철도, 노동사무와 서비스, 우편업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연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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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방정부의 13개 부처는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노동부, 소비자보호·식품·농업

부, 교통·건설·주택부, 국방부, 국민보건·사회복지부,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대책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발전부이다.

17)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단위(주)의 연방정치 참여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데 독일

에서는그역할을연방참의원이담당한다.



행, 지역개발, 농업구조의개선과해안보호등을고유사무로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3개의 도시주(Stadtstaat)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18)와 13개의

광역주19)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Landersregierung)의 역할이 가장 중

요하며, 기본법도 주정부 내정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도서관

정책 및 법제를 주관하는 행정단위도 주정부이다. 그 산하에는 구(district)와 군

(county)이라는 지자체가 있고 다시 커뮤니티라는 말단 행정단위가 있다. 주정부 이하

의행정체계를개략적으로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20) 그리고 2001년말 현재주별지

자체의수는 <표 2>21)와 같이중간지자체(Landkreis)인 구와군22)은 각각 323개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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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개의 도시주(함부르크, 브레멘, 베를린)는 연방산하의 주정부인 동시에 지자체의 성격을 가지

고있다.

19) 현재 독일연방공화국을구성하는 16개주는패전후미국, 국, 프랑스의통치하에서균등하게

정리된 서독의 11개주와 1990년 10월 3일자로 흡수·통일된 동독의 5개주(원래 동독에는 15

개지구가있었으나 1952년당시의 5개주로환원)를합산한것이다. 

20) Seefeldt and Syre, op. cit., p. 26.

21) 自治體國際化協會, ドイツの地方自治(東京 : 同協會, 2003), p. 131.

22) 군은 기본법에 규정된 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인 시·읍·면의 연합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의업무을보완하고연방정부및주정부에서위임된사무를수행한다.

[그림 4] 독일주정부이하의행정체계도



개, 기초자지체(Gemeinde)인 시·읍·면은 13,416개에달하고있다. 

주정부는 그 대표자인 수상 및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기본법에서 규정한 3가지

(고유업무, 위임업무, 연방정부와의 공동업무)의 사무를 수행한다. 주정부 산하에 상·

중·하급으로 존재하는 각종 지자체23)는 거주자의 수와 면적으로 구획되며, 상하급 행

정단위의 사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그 대강을 집약하면 <표 3>과 같다.24) 도서관 행

정사무의경우도주정부및지자체가동시에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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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일에서 지자체라 할 때는 3개 도시주를 제외한 13개 주의 중간지자체(구와 군), 기초지자체

(시·읍·면)를총칭한다.

<표 2> 독일연방공화국주별자치단체의수(2001말현재) 

주정부 중간지자체 기초지자체

(Landersregierung) 구(district) 군(county) (municipalities)

Baden-Wurtemberg 35 9 1,111

Bayern 71 25 2,056

Berlin 0 1 1

Brandenburg 14 4 1,092

Bremen 0 2 2

Hamburg 0 1 1

Hessen 21 5 426

Mecklenburg-Vorpommen 12 6 989

Niedersachsen 38 8 1,026

Nordrhein-Westfalen 31 23 396

Rheinland-Pfalz 24 12 2,306

Saarland 6 0 52

Sachsen 22 7 539

Sachsen-Anhalt 21 3 1,272

Schleswig-Holstein 11 4 1,130

Thuringen 17 6 1,017

계(동독) 323(86) 116(26) 13,416(4,909)



<표 3> 독일(연방및주정부) 행정권한의분류

구 분
실시 일반 연 방 재정

주체 규칙 지시 감독 부담

고유행정 연방 연방 - - 연방

연방
위탁행정 주 연방 주정부

적법성 연방
합목적성

주
고유행정(연방법의집행) 주 주 불가 적법성 주

고유행정(주법의집행) 주 주 불가 없음 주

공동사무 주 주 불가 보고요구 연방/주

이상에서 분석한 정부수준별 행정사무를 그 권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표 4>와 같

다.25) 즉 연방의 고유사무(연방의 최고 관청과 중하급 관청이 집행하는 고유사무, 연방

상급관청이 집행하는 고유사무, 각주와 특별한 협력관계에 의한 연방 상급관청이 집행

하는고유사무)를제외한모든행정의실시주체는주정부이다. 그리고주에해당하는각

종 일반규칙의 제정권도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주정부

의사무에대해서는연방정부가개입할수없다. 다만공동사무의경우는주정부가연방

정부에보고하도록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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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ttp://www.bsssc.com/pages/documents/downloads/Germany_adm_str.doc.

25) 自治體國際化協會, 전게서, p. 46.



<표 4> 독일의정부수준별권한과사무

주정부 중간지자체 기초지자체

사회안전, 경찰 공공질서 경찰, 공공질서

재판 중등·직업교육 주민등록, 선거사무

통계사무 병원, 보건행정 교육(유치원, 초중등, 직업,

교육(초중등,고등, 지역계획 성인, 정신장애자)

직업, 기술) 쓰레기 병원, 보건업무

병원, 건강보호 문화(극장, 박물관, 주택, 노인주거, 타운계획

지역공간계획 도서관) 상하수도, 가스, 난방, 전력

지역개발 지방도로, 공공운송 쓰레기수거, 처리

문화(극장, 박물관, 농업, 산림, 어업 공원묘지

도서관, 공원) 전력 문화(극장, 체육관, 음악관,

주정부도로, 공공운송 청소년업무 도서관)

항구, 공항 사회보장 지방도로, 공공운송, 여행

농업, 임업, 어업 경제촉진 청소년업무

경제촉진 환경보호 사회보장, 연금문제

환경보호 경제촉진

환경보호

3.2 도서관행정체계의분석

독일의 연방제는 중앙집권의 지방분권화를 요체로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공공사

무가 주정부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동일한 맥락에

서연방정부의기본법은특히문화주권(cultural sovereignty)을 강화할목적으로대부

분의교육및문화행정을주정부에위임하고있다. 요컨대지자체의교육및문화행정에

는 문화주권과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이, 재정지원에는 유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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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로도 간주되는 보완성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26)를 철저하게 적용하

고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행정을 주관하는 부처가 내무부

(Bunbdesministerium des Innern) 아래의 문화국(Abt K, Kultur)과 체육·매체국

(Abt SM, Sport und Medien)이었다. 1998년에 집권한 슈뢰더(G. Schroder) 정권

은 문화부의 신설을 검토하 으나 무산되었고 대신에 수상청 내에 문화매체국

(Bundesregierung fur Kul und Medien)을 설치하고 국가장관(Staatmonister)을

임명함으로써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문화관련 기구와 사무를 통합하여 독일의 문

화정책을 개발하고 국제무대에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 이 문화매체국

(BKM)의 조직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러나 도서관행정 및 정책을 주관하는 연방부처

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책임

도 지지 않는다. 다만 도서관을 위한 특별프로젝트에 한하여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는있다. 

반면에 연방정부의 공리인 독립성 원칙이 지자체의 교육 및 문화행정에 적용됨으로써

도서관과관련된법제와정책, 설립과운 등에관한행정사무는주정부가책임지고있

다. 다시 말해 각주가 교육 및 문화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도서관·박물관·

문서관을 포함하는 문화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예컨대 최

소규모의면적과인구수를가진도시주인브레멘28)의 경우, [그림 6]의 조직도에서‘내

무·문화·스포츠국’이 도서관 행정사무를 주관한다. 또한 16개의 주정부 가운데 인구

가 약 1,800만명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문화의 주’로서의 명성이 높은 노르트라

16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26) EU통합의 원리로도 간주되는‘보완성의 원리’는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주민의 생

활과 접한 행정단위(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상위 또는

광역의행정단위(주정부, 중앙정부)가 보완하는원리로서, 분권적사고를기반으로한다. (片山

泰輔, “ドイツ東西統一と藝術支援,”Art Policy & Management, No.19(2003), pp. 48-49)

27) 슈뢰더 정권은 연방차원에서 문화업무를 담당할 문화부를 신설하고자 하 으나, 16개의 주정부

중에서 다수와 문화예술계가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을 우려하여 반발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수상

직속의 문화매체국을 조직하고 국가장관을 임명하 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문화정책이나 행

정이연방정부에통괄방식으로전환된것은아니다. 

28) 브레멘주는 Bremen City와 Bremerhaven City로 구성된도시주로서독일기본법이제정되기

전인 1947년 10월 21일자로주헌법이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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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일(연방정부) 문화매체국의하부조직

[그림 6] 브레멘주의행정조직도



인-베스트팔렌(Nordrhien-Westfalen)주는 [그림 7]에 도시한 것처럼‘도시건축·거

주·문화·체육국’(MSWKS : Ministerium fur Stadtebau und Wohnen, Kultur

und Sport)의 제6과에서총 2,083개의도서관을관할한다.29) 이에 따라도서관의발전

계획도 주단위의 중앙집중적 색채가 강하다. 한편, 1만개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은 독일

의도서관·정보정책에서우선순위를차지할뿐만아니라연방의관여가상당한대학도

서관30) 과 달리지자체에의해운 ·관리되고있다.

18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29) http://babelfish.altavista.com/babelfish/trurl_pagecontent?lp=de_en&url=http%3a

%2f%2fwww.mswks.nrw.de%2fMinisterium%2fservice%2fpubOrganisationsplan%2fp

dfOrganisationsplan.pdf

30) 독일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설립하지만, 연방정부가「대학건설촉진법」(HBFG :

Hochschulbauforderungsgesetz)에 근거하여 그 건설 및 조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

원하기때문에상당한 향력을행사하고있다. (http://www.goethe.de/uk/ney/alae.htm) 

[그림 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행정조직도



<표 5> 독일의문화부문별예산지출비율(2000) 

부 문 지출액(억DM) 비율(%)

공연예술 5.47 44.4

도서관(학술도서관제외) 1.34 10.9

박물관(대학박물관제외) 1.99 16.2

기념물등 0.66 5.4

기타문화유산보존 2.03 16.5

관리 0.83 6.6

계 12.32 100.0

이러한 지방분권형 행정체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인‘보완성의 원리’와 더불어 독

일 도서관 시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면성과 다양성을 초래하 다. 그 중에서 공

공도서관에대한재정지원의주체는시스템의다면성을반증하는대표적인사례에속한

다. 예컨대, 2000년의 문화부문별 지출예산을 집약한 <표 5>를 보면 도서관에 배정된

비율은약 10.9%에불과하지만, 전술한 [그림 3]처럼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를비롯

한 공공기관과 각종 종교단체, 기타 기업이나 재단 등이 공공도서관을 운 하거나 지원

하고있다.31) 그리고문화예산의지출비율을행정주체별로도시한 [그림 8]을 보면보완

성의원리가얼마나철저하게적용되는지를알수있다. 지난 6년(1996∼2000년) 주정

부와지자체의지출액이 90%를상회하는반면에연방정부는 10%에도미달하고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은 현대사와 최근의 정치상황을 반 하여 연방구조를

답습한 결과,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32) 연

방정부는 국가도서관 외에 연방의회의 도서관 및 연방정부의 부처연구소 등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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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寺田光孝, 世界の圖書館 : その歷史と現在(東京 : 勉誠出版, 1999), p. 80.

32) Eckhard Blume and Klaus Kempf, “Building & Space Issues : The German Situation

and Solutions,”In Paper for the Annual ALA Meeting(2002, Atlanta) <http://www.

goethe.de/uk/ney/alae.htm>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주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지자체는 시·읍·면의 공공

도서관을 운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을 유지하는 주체로는 교회, 학·협회, 재단,

기업 등이 있고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설치한 도서관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독일

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관종(공공, 대학, 특수, 학교 등)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소위 39개의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ies)이 존재하고있다는점도특이하다. 이들의

역사적 기원은 각주에 설립된 주립 및 왕립도서관이며, 대다수는 주립도서관

(Landesbibliotheken 또는 Staatsbibliotheken) 내지 시립도서관(Stadtbibliothek)

으로 지칭된다. 각각 주정부의재정지원으로운 되며, 왕립·법정부속·도시의도서관

으로서기능하는경우가많아공공도서관에포함시키는사례도있다.33)

또 다른 시스템적 특징으로는 광역시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구조가 [그림 9]34)와 같이

중앙관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서비스수준을만족시키는데부족하다는판단하에수차례에걸쳐연방차원의도서관계

20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33) Hans-Peter Thun, ドイツ連邦共和國における圖書館制度の槪略, 三浦 太郞 譯(東京 : 文部省

學術情報センタ-, 1999), p. 10.

34) Seefeldt and Syre, op. cit., p. 53.

[그림 8] 독일의행정주체별문화예산지출비율(%)



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전형이‘Library Plan 1973’(Bibliotheksplan 1973)이다. 이

계획의 요체는 이용자 요구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위‘4단계 봉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35) 이어 2002년부터는 새로운‘Bibliothek 2007’을

진행하고있다. 이 프로젝트는지식사회에서도서관인프라및서비스의개발에관한사

서, 대중, 정치권의 논의에 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서, 베텔스만 재단

(Bertelsmann Foundation)이 재정을 지원하고 연방도서관협회와 괴테연구소가 자문

하고있다. 

① 제1수준(basic needs) : 기본적 요구는 중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가령 마을이나

소도시의공공도서관, 분관또는이동문고등에서충족시킨다. 

② 제2수준(higher needs) :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대도시의 중앙도서

관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1인당 2권의 도서(또는 비도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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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laudia Lux, “The German Library System : Structure and New Developments,”

IFLA Journal, Vol.29, No.2(2003), p. 114. 113-128. ; Claudia Lux, “Basic Structures

and New Developments in the German Library System,”(May 2001) <http://www.

goethe.de/os/hon/lux/lux1/luxeng1.ppt>

[그림 9] 독일광역도시의공공도서관시스템구조



정기간행물, 장서의 20%에 상당하는비도서(CD, Video, DVD 등)와 5% 정도의 최신

참고도서, 주당 최소 35시간의 개관,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시스템의 참여, 약간의 데이

터베이스접근환경구축등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③ 제3수준(specialized requirements) : 전문적인 정보자료에대한요구수준으로서

대학도서관, 다른 연방주의 도서관, 특수도서관(11개), 일부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에서

또는그들의상호협력에의해충족되어야한다.

④ 제4수준(highly specialized requirements) : 고도의 전문화된 요구수준으로서

국가도서관, 중앙주제도서관(3개)36), 특수장서를 소장한 대학도서관, 그리고 일부 특수

도서관의상호협력에의하여충족될수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주정부가 도서관 행정 및

정책기능을 통괄하더라도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의 부재, 분산형 시스템, 주정부간

조정 및 협력의 문제 등은 여전히 한계인 동시에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조정기구와 협(의)회가 설립·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조정기구가 1978년에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독일도서관연구소

(DBI : Deutsche Bibliotheksinstitut)인데, 통일후에정부재정이열악하여정리대상

에 포함되었고 1998년에 폐쇄되었다. 대신에 연방정부의 교육·과학·연구·기술부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

의 경계를 초월한 도서관 상호협력은 자발적이지만‘주도서관장회의’37)가 조정역할을

담당한다.38) 마지막으로 1997년 3월 14일 도르트문트에 설립된 독일연방도서관협회

(The Federal Union of German Library Associations = Bundesvereinigung

22 독일의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분석

36) 3개의 중앙주제도서관은Medicine(Cologne), Technology(Hanover) and Economics(Kiel)

을 말한다.

37) 이 회의에는 각주의 문화행정국 대표, 주립도서관장, 주요 학술도서관의 관장이 참여하며, 연간

2∼4회의회의를개최한다. 

38) European Commission’s Libraries Sector, “Report on the Situ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 Germany,”(Feb. 1998) <http://www.cordis.lu/libraries

/en/nfp/germany.html>



Deutscher Bibliotheksverbande)39)를 들 수 있다. FUGLA(BDB)는 사서직 및 관종

별 협의회나 단체를 포괄하는 조직체로서, 독일 내의 사서직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해외에독일의사서직을효과적으로홍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 위하여연

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다른유관기관이유기적으로협력하고있다.

4. 도서관법제의분석

4.1 법제와관련법령

독일의 법률시스템(legal system)은 5대 기본법(민법, 민사소송, 상법, 형법, 형사소

송법)이 포함된 시민법을 근간으로 한다. 그 연원은 법령과 관습법인데, 전자에는 헌법

(Grundgesetz), 법률(Gesetz)40), 명령((Verordnung)41), 연방 및 산하의 부처를 비롯

한각주정부의규정이, 후자의범주에는모든일반적인공공실무가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입법권은「기본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외

교사무·국방·국적·관세 등의 전속적(專屬的) 입법권, 민법·형법·호적제도·학술

연구조성 등의 경합적(競合的) 입법권, 대학제도의 일반원칙·수렵제·토지배분 등의

대강적(大綱的) 입법권, 그리고원칙적(原則的) 입법권42)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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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FUGLA는 1997년에 The German Library Association(DBV), The Association of

Librarians and Library Assistants in Public Libraries(vba), The Association of

German Librarians Deutscher(VDB), The Association of Qualified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VdDB), The German Libraries Institute(DBI) and The Supply

Centre for Public Libraries Ltd.(ekz)가 연합하여새로구성한연방차원의도서관협회이다. 

40) 독일의법률은연방의회(Bundestag)에서통과된연방법률(Bundesgesetz)과 주에서만유효한

주법률(Landesgesetz)이 있다. GG 73조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

방의 배타적 또는 복합적 입법권 외의 사항은 주의회(Landtag)에서 주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연방법이아닌모든법률은주정부의법률이다. 

41) 명령은 법률에 의하여 행정 각부장관에게 제정이 위임된 법규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과 국가기관 또는 공법상 조물의 설립·활동에 관한 행정명령으

로대별되는데, 법률의시행령은전자에속한다.

42) 원칙적입법권은대강적입법권과유사하다. 그 차이는전자가연방및주를대상으로하는반면

에후자는주를대상으로한다. 



부가제정한도서관및문화관련법령을간추리면다음과같다.

Act on Measures to Promote German Film

Act on the Protection of German Cultural Heritage against Removal

Abroad

Artists’Social Insurance Act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pyright law

Federal Data Protection Act

Gesetz uber die Deutsche Bibliothek(National Library Act)

Law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Cultural Property against Drift  

Law over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German Film(1979)  

Law over the Application of Fixed Prices for Books  

Law over the Safety Device and Use of Archives Property of the Federation  

Regulation on the Obligation Delivery of Printing Elements to the German

Library  

Regulation on the Use of Archives Property with Federal Archives  

Telecommunications Act

그러나 독일의 주정부도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는 지방공공단체인 동시에 독자적

인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및 재판소를 보유한 일종의 국가이기 때문에「기본법」제70

조 제1항에서 교육제도, 경찰제도, 지방자치제, 문화정책 등을 전속적 입법권한의 대상

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연방도서관법은존재하지않는대신에주정부및지자체

별로간접적으로관련되는법령, 예컨대납본법등이제정·적용되고있다.

4.2 도서관법의축조분석

독일에는 도서관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주무부처, 가령 다른 나라의 문화부와

같은 조직이 없다.43) 그 이유는 문화, 학술, 예술, 교육 등의 행정책임이 주정부와 지자

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연방정부를 제외한 다양한 행정주체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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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비롯한문화적주권을공유한다. 

그러므로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도서관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

정부도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운용하지 않고 있다.44) 이러한 사례에는 프랑스와 스웨

덴도 해당되는데, 사회적·문화적 성숙도가 높고 이미 선진국형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서 기인한다. 그런

데 엄 히 말해서 포괄적인 도서관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975년 12월에 바덴-

뷔템부르크(Baden-Wurttemberg)주 입법부가 서독 최초로「계속교육 및 도서관제도

진흥법」(Gesetz zur Forderung der Weiterbildung und des Bibliothekswesens)을

제정하 다.45) 이 법률의 명칭이 반증하듯이 당해 주는 공공도서관을 계속교육시스템으

로 간주하여 법적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부여하 으나, 주정부로

하여금도서관을유지·제공하도록규정하지는않았다.46)

반면에대학도서관을입법대상으로삼은주정부의법률은다수존재한다.47) 이를 대표

하는 사례로는 1995년 6월 15일 주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6월 30일자로 발효된

「Saxonian 주립도서관법」(Gesetz uber die Sachsische Landesbibliothek : Staats-

und Universitatsbibliothek Dresden)(SaechsGVBl. S. 205)48)을 들 수 있다. 이 법

률은 주정부의 과학·예술부(Minister of State for Science and Art)가 관리하는데,

목차를 집약하면 <표 6>과 같다. 또한 1995년 9월 25일자로 주의회의하원을통과하여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베를린주 기부형 중앙 및 주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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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efeldt and Syre, op. cit., p. 26.

44) European Commission’s Libraries Sector, “Report on the Situ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 Germany,”(Feb. 1998) <http://www.cordis.lu/libraries/en/green-de.html>

45) 曾雌裕一, “西ドイツの圖書館政策をぬぐる法的環境,”現代の圖書館, Vol.25, No.1(1987), p. 38. 

46) Josephine Riss Fang, “Contemporary Libraries in Western Europe,”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edited by Allen Kent, et al.(New York : Marcel

Dekker, 1978), p. 398.

47) Council of Europe, “Reform of Library Legislation in Central Europe : Recommendations

and Case Studies 1994∼1995,”<http://www.coe.int/T/E/Cultural_Co-operation/Culture/

New_Technologies/Publishing/Activities/Books/Reports/ecubook_A2.asp>

48) http://www.smwk.sachsen.de/elemente/dateien/Gesetze_SaechsLB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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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axonian주도서관법」(SaechsGVBl. S. 205)의목차

조문번호 목 차

1 Establishment, legal form, seat, name

2 Organization, tasks

3 Organs

4 Branch libraries

5 Household and budget

6 Waived

7 The entry into force

부칙 공포한다음날로부터시행한다.

<표 7> 「베를린주기부형중앙및주립도서관설립에관한법률」(ZLBG)의목차

조문번호 목 차

1 Establishment

2 Donation purpose 

3 Trust property, financing 

4 Organs 

5 Donation advice 

6 Executive committee 

7 Adviser 

8 Personal

9 Statute

10 Transi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11 The entry into force

부칙 공포한다음날로부터시행한다.



(Gesetz uber die Errichtung der Stiftung Zentral- und Landesbibliothek Berlin

(Zentralbibliotheksstiftungsgesetz - ZLBG)49)도 있다. 이 법률의 목차는 <표 7>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제정한 도서관 관련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일의

연방법이 바로 국가도서관법, 즉「Gesetz uber die Deutsche Bibliothek = Law on

the Deutsche Bibliothek」이다. 이 법률의제정배경을보면원래독일에는 3개의국가

보존도서관이 존재하 다. 하나는 1661년에 윌렘(F. Wilhelm)에 의해 설립된 베를린

소재의‘German State Library’(Deutsches Musikarchiv Berlin)이고, 나머지 2개

의 독일도서관(German Library)은 1912년 동부지역에 신축된‘Deutsche Bucherei

Leipzig’와 1947년에 서부지역에 설립된‘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50)이다. 1970년에는 DBF의 별관인 독일음악자료관(German Music Archive)

이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자국의 모든 출판물 및 독일어로 발간된 모든 자료의

수집과 장기 보전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국가서지(Deutsche National

Bibliographie)를 발간한다. 또한 공공및학술도서관, 도서판매자, 연구기관, 외국서지

센터를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51) 비록 미국의 의회

도서관(LC), 국의 국가도서관(BL), 프랑스의국립도서관(BNF), 일본의국립국회도

서관(NDL)처럼 단일의 웅장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고대 및 중세 유

럽의 필사본과 희귀서를 비롯한 세계적인 지식문화 유산을 수집·보존하여 왔다. 이를

보증할 목적으로 1969년 3월 31일‘BGB1. I S. 265호’로 제정·공포된 법적 장치가

바로국가도서관법이다. 

그런데 분단독일의 통일을 앞둔 시점인 1990년 8월 31일자로 통일조약(Unification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동년 9월 23일‘BGB1. IIS. 885호’로 국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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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http://www.zlb.de/generaldirektion/stiftung/gesetz_errichtung_stiftung_zlb.pdf

50) 처음에는 서방측 점령지구를 위한 중앙도서관으로 출발하 으나, 1969년에 연방기관으로 편입

되어국가도서관이되었다.

51) Die Deutsche Bibliothek, “Die Deutsche Bibliothek in Brief,”<http://www.ddb.de/

index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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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ttp://www.theo.kuleuven.ac.be/beth/reports/macse.pdf

1장

연방기관

으로서의

독일도서

관설립

관법이 개정됨으로써 3개의 국가도서관이‘Die Deutsche Bibliothek’아래로 통합되었

다.52) 또한 1967년에 제정된「독일도서관에 대한 납본제출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ie Ablieferung von Pflichtstucken an die Deutsche Bibliothek)도 개정된법률에흡

수되었다. 총 3장 26개조로구성된국가도서관법의주요목차를정리하면 <표 8>과같다.

<표 8> 독일「국가도서관법」의구성

구분 조문제목(주요내용)

1 설립(Frankfurt/Main과 Leipzig)

2 업무

3 출판물의정의(예외 : 화, 업무·행정보고서, 연보, 

업·기업·내부거래·가정·사교등의자료)

4 열람도서관으로서의지위

5 규정(제정및변경을위한절차, 관보게재등)

6 관리조직(관리위원회, 관장, 도서관자문위원회, 

음악아카이브의자문가로구성)

7 관리위원회(연방정부 4인, 독일연구협회 1인, 도서유통협회 3인, 

악보출판협회 1인, 음반제작협회 1인, Frankfurt/Main 지방청

1인으로구성)

8-9 관장(제업무통괄, 사법적및대외적대표) ; 자문위원회

10 감독기관(연방정부의문화및매체부)

11 직원의신분과임명(준연방공무원으로서관장과상임직은

연방대통령이, 기타직원은관리위원회의장이임명)

12 최고집행기관

13 예산제도(연방관계법령의적용, 예산안은연방주무부처의

동의가필요함)

14-15 직원의법적지위 ; 신분변동

16 재단법인‘독일도서관’의위임(재산상의청구권은연방기관인

‘독일도서관’에위임)

17 관장및이사의보수등급



구분 조문제목(주요내용)

18 납본부수(제3조에서규정한모든출판물 1부를납본)

19 납본주체(발행자, 제작자)

20 무상납본및피납본처(무상으로독일도서관에납본. 

단, 악보와음반은음악도서관에납본)

21 피납본기관의의무(납본자료의보관, 도서목록작성)

22 납본보상(무상납본이부당하면판매가격의 1/2까지보상)

23 신간목록제출(납본주체는전년도출판자료의목록(저자, 서명, 

크기, 판형등)을매년 2월 15일까지제출해야함)

24 납본관련법령제정(제출시기및절차, 부수, 납본주체가복수일

경우의납본의무자, 납본의무의예외)

25 국가법령의 향(납본은다른법령의 향을받지않음)

3장종장 26 법률의적용범위(본법령은베를린주에도적용)

5. 요약및결론

어느국가든나름대로의독특한역사, 정치체제와문화, 행정체계와법제를가지고있

다. 이러한 상황조건이 도서관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조감

하는 작업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목할 내용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찍이 연방

제를채택한독일을대상으로도서관행정체계및법제를분석하 다. 그 결과를요약하

면다음과같다.  

1) 독일의 도서관사는 고대사회가 붕괴된 후에 등장한 수도원 도서관을 기원으로 하

며, 세계대전 동안 무수히 파괴되었고 통일 후에도 1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 9,327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며, 여러 지표(1개관당 봉사대상인

구 7,575명, 1인당 소장책수 1.65권, 1인당 연간 방문회수 1.3회, 대출책수 4.3권)를

감안할때, 도서관선진국으로서의손색이없다. 

2) 독일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특색은 주정부나 지자체 외에도 교회, 학·협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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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단독 또는 연합하여 도서관을 설립·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주에

설립된 주립 및 왕립도서관을 모체로 하며 주립도서관 내지 시립도서관으로 지칭되는

다수의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ies)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그 외에 광역시

의 도서관 시스템이 중앙관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도 시스템적 특징으로 간

주할수있다. 

3)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행정체계는 3계층(연방 - 주 - 지자체)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어느 국가보다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기본법(헌법)은 특히 문화주

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교육 및 문화행정에 문화주권과‘독립성의 원칙’을, 재

정지원에‘보완성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방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의 실행주체는 주정부이다. 그리고 주에 해당하는 각종 일반규칙의 제정권도 주정

부에 있으며, 연방정부는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주정부의 사무에 개입할

수없다. 

4) 독일의 연방정부에는 도서관을 통괄하는, 다른 나라의 문화부와 같은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이전에는 내무부 산하의 문화국과 체육·매체국이 연방차원

의 문화행정을 주관하 으나 폐지되었고, 1998년에 집권한 슈뢰더 정권이 수상청 내에

문화매체국을설치하고국가장관을임명하여여러부처에산재하던문화관련기구와사

무를통합하 으며, 제4과 43계에 도서관사무를배정하 으나, 어떤 정치적 또는재정

적권한과책임을지지않는다. 환언하면각각의주정부가교육및문화사무를독립적으

로수행함에따라도서관행정및정책기능에대한권한과책임도주정부에귀속되어있

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지자체가 시·읍·면의 공공도서관

을설립·운 하고있다. 

5) 독일의 법률시스템은 5대 기본법이 포함된 시민법을 근간으로 한다. 그 연원은 법

령과 관습법이며, 전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연방 및 산하의 부처를 비롯한 각 주정부

의 규정이, 후자에는 모든 일반적인 공공실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지방분권형 행정체계

가법제에도 향을미쳐독일에는미국의「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 국

의「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일본의「도서관법」, 한국의「도서관및독서

진흥법」과 같은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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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본법을제정하지않고있다. 

6) 비록 1975년에 바덴-뷔템부르크주가 독일 최초로「계속교육 및 도서관제도 진흥

법‘(GFWB)을 제정하 으나, 주정부에 도서관을 유지·제공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

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을 위한 주정부의법률로는 1995년의「Saxonian 주립도서관법」

(SaechsGVBl. S. 205)과「베를린주 기부형 중앙 및 주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법률」

(ZLBG)을 비롯하여 다수가 있다. 연방정부의 유일한 도서관 관계법률은 1990년 9월

에개정된현행독일국가도서관법(BGB1. IIS. 885호)이며, 총 3장 26개조로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독일의 도서관 인프라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형 행정체계에 따른 전용법

률의 부재로 정치적 내지 정책적 입지가 취약하고 주정부의 향력과 조정력도 약화일

로에있다. 연방정부의주무부처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각주정부가도서관행정및

정책기능을 통괄하고 조정기구와 협(의)회가 설립·활동하며 1973년의‘Library

Plan’(Bibliotheksplan 73)에 이어 2002년부터 새로운 전략적 계획(Bibliothek

2007)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의 부재, 주정부간 조정 및 협력의

문제 등은 여전히 한계인 동시에 난제이다. 게다가 도서관 책임성의 분산화, 엄격한 예

산제도와자금의부족, 정보기술에대한사서직의심리적장애, 도서관서비스를문화업

무로한정하는시각등이발전을저해하고있다. 그래서최근에분권형행정체계의보완

과전용법의제정이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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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동향과전망

전창호1)

<Abstracts>

Open source software became the one of popular term in the computer software

industry since the 1990s. Recently, some libraries have started to promote open

source software, such as Apache, Linux, and the other library specific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pen source software in libraries, and also to

examine possibilities of library specific open source software. For these, the paper

describes concept of open source software from social culture point of view, in

addition to research developing trend of library specific open source softwa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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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for successful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library specific open source software in domestic.

키워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도서관 전산화, open source software,

library automation system

1. 들어가며

불과 몇 년 사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오픈소스는 매우 뜨거운 이슈로 떠올

랐다. 전례가 없이 개발업체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공통 관심사

로 대두되어, 각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향력과 그것이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는 오픈소스가 본뜻인‘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상

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물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대한관심의증폭은도서관계에서도예외가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효과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관들이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를자관의시스템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잠재력을 갖

고 있는가? 왜 각국의 정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가? 게다가, 도서관에서는 무엇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가? 본 고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

획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외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동

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

어 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세계 각국의 오

픈소스소프트웨어정책과도서관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동향을조사·분석하여,

국내환경을 고려한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지침과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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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배경

2.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서 발원한 것으로, 다수의

기술자가소프트웨어를공동으로개발할경우보다나은소프트웨어를단기간에개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

진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에 MIT 인공지능연구실의 Richard Stallman

이 UNIX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GNU 프로젝

트2)를 이끌며 소프트웨어의 무료 배포와 소스 공개를 주도한 운동에 기원을 둔다

(David 2002).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Linux의 개발과 인터넷의 발전에 의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 Linux의 발전과정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Stallman의 입장에 대해 Eric Raymond

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 이루어졌다.3) 즉 Stallman이 주장하는 방

식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위대한 고립 속

에서 주의 깊게 작업하는 것인 반면, Linux가 개발되는 과정은 마치 시장에서 여러 사

람들이 모여 어지럽게 뒤섞여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식

이 Linux의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Raymond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산업계는

물론 개발자에도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1998년에

Netscape사에서는 Raymond의 논리를 수용하여 Mozilla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free’라는 용어 대신‘open’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Netscape사의 이

결정은 Raymond와 그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OSI(Open Source

Initiative)라는 조직을 결성케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분석팀 2002, 4-8), 여기에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개념이제안되었다.

2) GNU는 소프트웨어산업뿐만아니라문화적인측면의정보공유운동에많은 향을주었는데, 학

술논문,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상저작물 등의 콘텐츠를 공개함을

목적으로하는‘오픈콘텐츠운동’이대표적인예이다.

3) 이상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free software와 open source software에 대

해어느한쪽이우월하다고평가할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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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프트웨어의종류

구 분 개 념

freeware 무료로배포되지만, 소스코드는제공되지않을수있다.

shareware
상용소프트웨어를구매하기전테스트해볼수있도록

제한된기간혹은제한된기능으로무료로제공된다.

저작권이없는소프트웨어를말하며, 누구든아무런제한없이

public domain software 어떤목적을위해서도사용할수있다. 하지만소스코드는

제공되지않을수있다.

free software의 반대개념으로, 사용자는제품을사용할

proprietary software 수 있는제한된권리를가질뿐이며, 일반적으로코드에

접근할수도없다.

shared source software
사용자는소스코드에접근하여수정하거나테스트목적으로

제공할수있지만, 상업적으로이를재배포할수는없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쉐어웨어(shareware), 프리웨어(freeware), 그리고 Acrobat

Reader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reader 또는 viewer와 구별되는데(Cervone

2003), 현존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의 차이점은 <표 1>과 같다(이철남 2002, 22-2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기본원칙은소스를공개하여사용자가소스를읽을수있고, 변

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라이선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OSI에서는 오픈소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OSD(Open Source Definition)를 권고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가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OSD 기준을 충족시

키는여러가지의라이선스를허용하고있는데그종류는 GPL, LGPL, BSD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등 매우다양하다. 

오픈소스를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스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 오픈소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OSD에 명시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소스의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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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소스와관련이없다. 오히려그반대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소비자들이쉽게접근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고 그것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Redhat Linux의 성공사례처럼, 상업적인이용을허용함으로써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더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오픈소스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도 소프트웨어와 소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방

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지원정책

1998년을 기점으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은소프트웨어개발사에서혁명적인사

건이되었다(Bretthauer 2002). 자유 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 GPL의 엄격함은기업체

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었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정립되고 적용 라

이선스의폭이넓어짐에따라많은기업들은이를지지하게되었다. 기업뿐만아니라국

가들도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활성화와 개발 활

성화를위한정책들을채택하기시작하 다(천명권 2002).

유럽연합에서는 각국의 행정기관들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경제성, 품질, 철

학의목적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공유할것을제안하고있다. 즉, 시민들의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각국의 개발팀간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며,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이철남

2002).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및 페루를 비롯한 남미 지역

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안 또는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인도의 A.P.J. Abdul Kalam 대통령은“독점 소프트웨어4)는 재앙이다”라는

표현을하면서까지오픈소스에대한적극적지지를나타내기도했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2년 5월에 국방부는 오픈소스

4) ‘proprietary’란 대체재의유무와는무관하게어떤재화에서나온이익을그것의주인이모두차

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proprietary software’를‘전유(專有) 소프트웨어’

로 칭하기도 한다. 독점(monopoly)이란 어떤 상품이 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되는 경우를

말하기때문이다(김정호, 이완재 2004, 11). 그러나본고에서는다른문헌과의통일성을기하기

위해‘proprietary’을‘독점’으로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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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 Hawaii주 정부는

Apache, Linux, PHP, Python 등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인트라넷을 구현

하 다. Rhode Island주 정부도 Linux 운 체제, Apache 웹서버, MySQL 데이터베

이스, PHP, Perl, Python 등 세 가지 개발 언어가 포함된 LAMP 모델을 적용하여 주

정부의 규칙과 규정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화하 다.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세계의 동

상 이미지(Moving Image Collection) 데이타베이스 포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Linux와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PostgreSQL을 채택하 다

(Daukantas 2004).

국내에서는 2003년 1월에 정보통신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집중 육성하

는 정책을 발표하 다. 이 정책에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공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의설치및운 , 정부·공공기관정보화시스템구축때공개소프트웨어도입을가로막

는 입찰 제한요소 제거, 공공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 구매 및 이용 장려 등의 지원정책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항공의 운항관리시스템 구축, POSCO의

슈퍼컴퓨터 도입, 두루넷의 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서 오픈소스 플랫폼을 적용하

다.

이처럼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그들의 시스템에 도입하는 이유는 첫째, 신

속한 개발주기와 높은 수준의 품질, 신뢰성과 안정성 획득, 좀 더 개방된 표준과 플랫폼

의확보등의기술적인동기에서이며둘째, 상용독점소프트웨어에비해저렴하고비용

절감에큰기여를하기때문이다. 비용절감의실증사례로, 인터넷서점 Amazon의 분기

당기술비용지출은 7,100만 달러 는데오픈소스를도입한뒤로 5,400만 달러로줄어

들었다고한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을일상적제품산업을넘어서비스산업으로재편

하려는 노력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넷째, 오픈소스 현상을 단지 경제적 동기로만 설명

하기는어렵다. 오픈소스의활성화는, 사용자스스로느끼는불편한점을해결하기위한

노력, 사회적 평판의 획득, 고도의 능력을 지닌 개발자에게 배우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 공동체 지향의 이상주의 등의 사회·정치적 동기(Feller, J. and

Fitzgerald, B. 2000)에서 유발된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정 업체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페루는 국가의 안

전 및 기술적 독립성 등의 이유로 정부기관 등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법안을국회에상정했다(이철남 2002).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41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도서관

도서관의 업무는 컴퓨터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거니와 정보자원으로서의 전자정

보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IT기술의 도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의 IT기술의존도에비례하여도서관이벤더(또는특정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된

것이명백한현실이다. 이에위기를느낀각국의도서관에서벤더의존성과기술종속성

탈피를위한대안으로떠올린것이바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이다. 

무엇보다도, 오픈소스의 철학은 어느 기관보다도 도서관과 가장 잘 부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rgan(2000)은 오픈소스의 개념이 librarianship의 근본 원리

와다르지않다고주장하 으며, Frumkin도“도서관과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잘어울

리는 관계이다. 둘 다 정보의 보급을 통한 학습과 이해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

다.”고 설명한다(Poynder 2001). 더군다나 Anctil(2004)은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여전히 librarianship과 오픈소스 철학의 공유 개념을 모르고 있

다고지적한다. 

ARL(1999)의 기본강령에서 이미“정보의 접근, 보급,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개발에서시스템의상호운용성을창출해야한다.”고명시하 듯이, 세계각국의도

서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지로 다양

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개발, 운용하고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도서관의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적용범위를기능별로범주화하면다음과같다(Morgan 2002):

- 문헌전송응용프로그램 (Prospero 등)

- Z39.50 클라이언트와서버 (Yaz & SimpleServer, Zeta Perl, JZKit 등)

- 장서관리시스템 (Catalog, ROADS, OSCR 등)

- MARC 레코드뷰어및편집기 (MARC.pm, m[n]m, XMLMARC 등)

- 통합시스템 (Avanti, Koha, OpenBook, OSDLSP 등)

- 서지도구 (bib2html, bp, gBib, Pybiblio_grapher 등)

도서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많은 이들은 그것이 기존의 독점 소프트

웨어를대체할수는없을것으로보고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폭넓은채택을위해

서는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애점이

있기때문이다(Poynder 2001). 그렇지만, 독점소프트웨어를구입하기위한노력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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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을 익히는 데 투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컴퓨터에

업무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와 컬렉션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

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도서관을위해많은가능성을제시한다(Morgan 2002).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도서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 이에 대해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클리어링하우스 웹사이트인 OSS4LIB의

관리자 Daniel Chudnov(1999a)는 세 가지의 장점을 들었다. 첫째,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의 도입을 위한 비용이 들지 않거나,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는점이다. 예를 들어 Keystone Systems사의 KLAS라는 전산화시스템을구입할경우

도서관에 따라 2만 달러에서 2십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Koha의 설치에는 최하 3천 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비용으로 가능하다(Poynder

2001). 둘째, 오픈소스 제품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한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를통해상용소프트웨어의독점성을개선할수있다. 셋째, 모든도서관들이정보

시스템이슈에대해공유할수있다는것이다. Clarke(2000, 38)도 하나의프로젝트에

의한새로운아이디어와코드의공유에따라또다른보완적인프로젝트가파생될수있

다는 것을 오픈소스의 최대 장점으로 치켜세운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오픈소

스 모델은 그 이상이 현실화될 경우 도서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reeding 2002b).

4. 도서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현

황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기능 즉, ILS(Integrated Library

System), 상호대차, 참고서비스/이용교육, 주제 게이트웨이/정보길잡이, 지정도서/신

착도서/MyLibrary/예약, 장서관리/참고문헌관리, 디지털도서관/학술커뮤니케이션, 메

타데이터/기타등의 역으로크게구분하여, 현재진행중인도서관오픈소스소프트웨

어의 명칭, 연혁, 개발주체, 기능, 라이선스5) 등을 개괄한다. 또한 한 화 작업 등을 통

한 국내의 단위도서관에서 활용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소프트웨어의 특징

5) 본문에서별도로라이선스타입을기술하지않은소프트웨어는GNU GPL을채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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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플랫폼을기술할것이다. 한편, 본 고는동향을개관하는데많은비중을두고있으

므로각각의품질평가나소프트웨어간의비교연구등은논외로한다.

4.1 ILS

Avanti6) : 중소규모의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연한

오픈소스 솔루션인 Avanti 프로젝트는 Peter Schlumpf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

다. 2003년 1월에 공개한 Avanti MicroLCS 1.0은 Java 플랫폼의 도서관시스템으로

서 설치와 이용에 있어 최소한의 기술수준만을 요구한다. PicoDB라는 자체적인

DBMS를 포함하고 있고 100% Java로 작성된 이 프로그램은 어떤 O/S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출과 OPAC 모듈만 온전하게 실행 가능하나 그 기

능은부족한편이며, 편목모듈에서표준MARC을아직지원하지못하고있다.

PYTHEAS7) : PYTHEAS(Powerful Yet Tactfully Helpful Electronic Arranger

of Sources) 프로젝트는 University of Arizona Library의 메타데이터사서인 Jeremy

Frumkin이 벤더 중심의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서들과 Linux-in-Libraries라는

메일링리스트의 토론을 통해 Linux 플랫폼에서 가동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대안

적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OSDLS(Open Source Digital Library

System) 커뮤니티로 출발하 다. PYTHEAS은 초기에 Avanti 프로젝트의 개발을 분

담하 으며, University of Windsor의 전산사서인 Art Rhyno가 참여하면서 핵심적인

프로그래밍이 시작되었다. Linux 운 체제와 JDK, Apache, MySQL를 필요로 하는

이 시스템은 소규모 공공도서관에서부터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수있다.  

Koha8) : Maori어로‘선물’을 뜻하는 Koha는 뉴질랜드의 Horowhenua Library

Trust(HLT)에서 새로운 전산화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시작되었고, Katipo Communications사에서 개발을 맡고 있다.

6) http://www.avantilibrarysystems.com

7) http://venus.uwindsor.ca/library/leddy/people/art/pytheas/index.html

8) http://www.koh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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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a는 애초부터 최소한의 하드웨어 사양을 염두에 두어 Perl과 MySQL로 Linux 운

체제의 Apache 웹서버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하다. OPAC, 편목(USMARC 및

MARC21 지원), 대출 모듈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서 모듈도 포함하고 있다. 초기에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Coast Mountains School District의 5개의 학교도서관 등

극소수의 도서관에서만 Koha를 사용하 다. 그러던 중, 25만여 책의 장서와 6개의 분

관을 가진 미국 Ohio주의 Nelsonville Public Library에서 Koha의 가능성을 믿고 상

업 시스템을 대체하여 Koha를 도입하 다.9) Nelsonville Public Library의 Koha 컨

버젼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도서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의 중요한 역사로 기

록되었다.

[그림 1] Koha의사서용화면. 데모사이트(http://hlt.katipo.co.nz)에서
Username:hdl Password:testing 으로테스트할수있다.

9) Nelsonville Public Library는 가장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하나이다. ILS뿐만 아니라 웹서버, 메일서버, CD-ROM서버, 프락시서버, 무선인터넷서버, 바코

드서버등을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운용하고있으며직원들의데스크탑컴퓨터도 Linux 운 체

제를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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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MyLibrary10) : 필리핀의개발자가 2001년부터소규모대학도서관과전문도서

관을 위하여 PHP로 제작한 웹기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다. 모든 SQL 데이터베이

스를지원하고편목, 대출, OPAC 모듈을포함하고있으며MARC21 표준을지원한다.

OpenBiblio11) : PHP와 MySQL로 제작한 웹기반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으로,

OPAC, 대출, 편목 및 관리자 모듈을 제공한다. OpenBiblio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인장

서, 클럽, 교회, 학교, 공공도서관을위한효율적인전산화솔루션을제공하는데있다. 

[그림 2] OpenBiblio

GNUTECA12) : 2001년부터 브라질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

화 및 협동편목 시스템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OPAC, 지정과 예약이 가능한

대출 모듈, 그리고 MARC21을 지원하는 편목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Linux, Apache,

10) http://phpmylibrary.sourceforge.net

11) http://obiblio.sourceforge.net

12) http://gnuteca.codigolivre.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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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PostgreSQL 플랫폼에서가동할수있으며, 웹과 GTK 인터페이스를지원한다.

LearningAccess ILS13) : Koha West 또는 OpenBook이라고도 불리는

LearningAccess ILS은 전 세계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관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PHP와 MySQL 기반의 비 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대출, 편목, OPAC 모듈을 제공하고 MARC21, Z39.50, 유니코드 등을 비롯한 IFLA

의주요한도서관표준을완벽하게지원할예정이다.

PhpMyBibli14) : 대부분의 도서관 시스템들이 독점 소프트웨어인 현실을 개탄하는

사서, 이용자, 개발자들이 2002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의 프로젝트이다. PHP,

13) http://www.learningaccess.org

14) http://www.pizz.net

[그림 3] PhpMyBi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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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Apache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의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UNIMARC(차후 MARC21 지원 예정)을 지원하고, 전거관리, 대출, OPAC, 편목시

전자정보원에대한하이퍼링크, Z39.50, 연속간행물모듈등을제공한다.

Emilda15) : OPAC, 대출, 관리 기능을 포함한 전산화 시스템이다. PHP와 MySQL

로개발하 으며, Z39.50과 MARC를지원한다. 현재핀란드의 3개의학교도서관에설

치, 사용하고있다.

FireFly16) : Python, Perl, XML로개발한공공도서관용전산화시스템이다.

4.2 상호대차

EDD17) : EDD(Electronic Document Delivery)는 Yale Medical Library의 의학

사서인 Daniel Chundov가 Ariel 전송을 웹으로 접근할 수 있게 처리한 프로그램이다.

더이상의개발은중단되었으며개발자는 Prospero의 사용을권장하고있다.

Prospero18) : Ariel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Princeton University에서 만든 웹기

반 문헌전송 시스템이다.  Ariel과 연동할 수 있으며 독립운 도 가능하다. 문헌전송에

소요되는시간을단축할수있는장점을갖고있기에가장널리알려진도서관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하나로서, Prospero는 셰익스피어의 희극‘템피스트’에서 따온 명칭이라

한다. 

15) http://www.emilda.org

16) https://savannah.nongnu.org/projects/firefly

17) http://www.oss4lib.org/projects/edd.php3

18) http://bones.med.ohio-state.edu/pros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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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ospero

4.3 참고서비스/이용교육

OpenAAQ19) : OAAQ(Open Ask A Question)은 Perl로 만든도서관의웹기반가

상참고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이다. 참고질문에 대해 부서, 학과 등에서 협력하여 답변을

관리할수있다. 

Askal20) : Askal(Ask a Librarian)은 University of Nebraska-Omaha 도서관에

19) http://sourceforge.net/projects/openaaq

20) http://apocalypse.unomaha.edu/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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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도서관의 참고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웹기반 도구이다. PHP와 MySQL로 제작

하 으며, 질문자에 대한 답변메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웹서버에 mail server가

설치되어있어야한다.

Reference Desk Manager21) : Reference Desk Manager(RDM)은 Oregon

State University Valley Library의 지도(地圖)편목사서인 Terry Reese가 동료 참고

사서들을 위해 PHP와 MySQL로 개발한 웹기반 참고서비스 도구이다. 저작권은

Oregon State University에 있지만, 비상업적 또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사

용할수있다.

[그림 5] Reference Desk Manager

21) http://oregonstate.edu/~reeset/RD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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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Messenger22) : 도서관의참고서비스를위한인스턴트메신저프로그램으

로, UNIX 계열 운 체제의 Perl/MySQL 환경에서사용할수있다.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의 Morris Library에서제공한다.

MOSST23) : MOSST(Modular Online Software for Self-Paced Tutorials)는 사

서뿐만 아니라 누구나 웹기반 튜토리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CBT(Computer-Based

Training) 저작도구이다. 자동 웹페이지 생성 및 퀴즈 저작툴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Library에서제공한다.

RAKIM24) : RAKIM(A Knowledge Instant Messenger)은 Miami University

King Library의 전자정보서비스사서인 Rob Casson이 2000년에개발한참고서비스용

실시간 채팅 소프트웨어이다. 이미 Miami University Libraries에서는 정보인프라의

98%를 오픈소스로처리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참고서비스를위한웹기반채팅프로

그램으로 LivePerson이나 HumanClick 같은 솔루션이 있지만라이선스의제한사항이

있었기에 오픈소스 채팅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게 된 것이다. PHP로 제작하 으며

MySQL와 PostgreSQL의두가지DB를지원한다.

22) http://www.lib.siu.edu/chat/

23) http://www.lib.sfu.ca/MOSST/

24) http://rakim.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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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제게이트웨이/정보길잡이

Catalog25) : Yahoo!와 같은디렉토리검색엔진을생성, 유지, 출력하는 Perl 프로그

램이다. 사용자인터페이스는 100% HTML으로구성되며, MySQL DB가요구된다.

ROADS26) : 국전자도서관프로그램에서개발한 ROADS(Resource Organisation

And Discovery in Subject-based services)는 웹기반주제게이트웨이의설치와관리

를위한소프트웨어도구이다. 주제 게이트웨이란인터넷정보자원을조직하여검색, 브

25) http://www.nongnu.org/catalog/  

26) http://roads.sourceforge.net

[그림 6] R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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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징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Perl로 작성하 으며, Linux와 같은 UNIX 운

체제에서사용가능하다.

LibData27) :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웹자원 주제 패스파인더를 위한 웹기반 저

작도구이다.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의 디지털도서관개발연구실에서

PHP와MySQL로개발, 배포하고있다.

[그림 7] LibData

ResearchGuide28) :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개발한 ResearchGuide는

PHP와MySQL로 만든대학도서관용웹기반주제가이드관리프로그램이다. 손쉽게정

보길잡이 페이지와 전문가(주제전문사서)가이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Wayne

State University Library, Old Dominion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Michigan Graduate Library 등 많은대학도서관에서실제로설치, 운 하고있다.

27) http://libdata.sourceforge.net

28) http://researchguide.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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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esearchGuide 개념도

RAHoo29) : Greg Donald이 개발한 PHPLinks 소스를 모태로하고있으며, 학교와

도서관을위해 PHPLinks의 기능을일부확장시킨웹디렉토리저작도구이다.  

4.5 지정도서/신착도서/MyLibrary/예약

FreeReserves30) :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에서 개발한 지정(과제)도

서관리시스템이며, 더 이상의개발과배포가중단된상태이다.

29) http://rahoo.sourceforge.net

30) http://www.lib.umn.edu/san/free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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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R31) : OSCR는 George Mason University Library에서 개발한 대학도서관용

지정(과제)도서 관리시스템이다. Perl로 작성하 으며(1.30 이후 버전에서는 PHP 지

원시작) MySQL을 사용한다. 빠르고, 개방적이며, 관리가용이할뿐만아니라무엇보

다 자유로운 이용이 장점이다. 100% 웹기반이며 전자매체 형식의 지정도서를 위한

PDF 업로드/다운로드및URL 링크를지원한다.

[그림 9] OSCR

course/control32) : Emory University General Libraries에서 PHP로 개발한

웹기반 지정(과제)도서 관리시스템이다. PostgreSQL을 사용하며, 향후 다른 RDBMS

도지원할예정이다. 각 기관의특성을표현할수있는스킨기능을제공한다.

31) http://timesync.gmu.edu/OSCR/

32) http://coursecontrol.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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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ooks List33) : New Books List는 도서관의 신착도서 관리프로그램이다.

Perl로 제작하 고 Unix와 Windows 플랫폼을 지원한다.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의 전산사서인 Michael Doran이 개발,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7개국의 250

여도서관에서사용하고있다.

MyLibrary@NCState34)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디지털정책사서

인 Eric Lease Morgan이 개발한MyLibrary 모듈이다. Perl로 제작하 으며MySQL

과 PostgreSQL을지원한다.

33) http://rocky.uta.edu/doran/autolist/

34) http://dewey.library.nd.edu/mylibrary/

[그림 10] cours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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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New Books List

[그림 12] MyLibrary@NC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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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S35) : MRBS(Meeting Room Booking System)는 웹/인트라넷 기반의 회의

실 예약시스템으로 PHP로 개발하 으며 MySQL 또는 PostgreSQL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현재 많은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도서관의 세미나실이나 그룹스터디룸의 예약관리를 위해

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OpenBooking36) : PHP, MySQL로 개발한 웹기반 예약관리 시스템이다. 제공되

는기능은MRBS와대동소이하다.

WIBS37) : WIBS(Windsor Internet Booking System)는 도서관의공공PC 이용예

약 프로그램으로서, MRBS을 기초로 Windsor Public Library와 University of

Windsor에서 공동으로 개발하 다. 설치를 위해서는 Apache, PHP, MySQL을 필요

로한다.

[그림 13] WIBS

35) http://mrbs.sourceforge.net

36) http://sourceforge.net/projects/openbooking/

37) http://wibs.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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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List38) : 국 Loughborough University에서 사용하기 위해 Perl과

MySQL로 개발한 독서관리시스템이다. OPAC의 소장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며, 도서관

사서는효율적인독서리스트관리를위해웹기반관리및통계도구를사용할수있다

4.6 장서관리/참고문헌관리

SIXPACK38) : 개인연구자의 참고문헌 관리를 위한 Perl 프로그램이다. BibTex,

Endnote, ProCite, Medline 등의다양한포맷을지원한다.

Citation Manager40) : Simon Fraser University Library에서 Perl과

PostgreSQL로개발, 배포하는웹기반참고문헌관리시스템이다. 

Thokbook41) : 수천 책 규모의 개인장서를 관리할 수 있는 Perl로 작성한 개인도서

관시스템이다. PostgreSQL과MySQL을지원한다.

Bookbase42) : C 언어로 작성하 으며 Linux 운 체제에 MySQL을 요구하는 개

인장서관리시스템이다. 서명, 저자명, 출판일, 출판사명, 가격등으로검색이가능하다. 

oddbook43) : PHP로 개발한 블로그 형식의 개인독서관리시스템이다. 독후감상문

을정리하는데에유용하다.

Pybliographer44) :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편집, 리포맷을 위한 관리도구

이다. BibTeX, ISI, Medline, Ovid, Refer 등의포맷을지원한다.

38) http://bookworm.lboro.ac.uk/distribution.html

38) http://www.santafe.edu/~dirk/sixpack/

40) http://stalefish.lib.sfu.ca/CitationManager

41) http://thokbook.sourceforge.net

42) http://bookbase.sourceforge.net/

43) http://pageswithin.com/oddbook/

44) http://pybliograph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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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te45) : Zope/XML 기반의 참고문헌 관리프로그램이다. 보다 유연한 hierarchical

XML 데이터를사용함에따라 EndNote, ProCite, BibTeX와같은기존의독점소프트

웨어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RefDB46) : SGML, XML, LaTeX, BibTeX 등의 포맷을 지원하는 참고문헌 관리프

로그램이다. Perl로 제작하 으며, MySQL 또는 PostgreSQL을필요로한다.

Back-End CMS47) : PHP로개발한웹사이트의콘텐츠를관리하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응용프로그램이다. 텍스트, HTML, Wiki, WYSIWYG 편집기

중에서한가지방식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Document Archive48) : 방대한 양의 전자문헌과 BibTeX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

는웹기반데이터베이스모듈이다. Perl로 제작하 으며MySQL을사용한다.

MLA Auto-Generator49) : 서지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MLA 스타일로 변환

해주는프로그램이다. Delphi로 코딩한실행파일을배포하고있다.

refbase50) : refbase(Web Reference Database)는 웹기반의 다중 사용자용 참고

문헌관리프로그램이다. PHP와MySQL로개발하 으며강력한검색도구를제공한다.

Jorge51) : Java로 개발하여MacOS X, Windows, Linux 등 다양한운 체제를지

원하는 참고문헌 관리프로그램이다. Jorge라는 명칭은 Umberto Eco의 소설‘장미의

이름’에나오는인물과아르헨티나의작가 Jorge Luis Borges에서따왔다고한다. 

45) http://www.zope.org/Members/JMaxwell/zNote

46) http://refdb.sourceforge.net

47) http://www.back-end.org

48) http://docarc.sourceforge.net

49) http://mlagen.sourceforge.net

50) http://refbase.sourceforge.net

51) http://jorge.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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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DB52) : 화, 단행본, 잡지, 만화책등의개인장서를간편하게조직하는개인도서

관 시스템이다. Perl과 MySQL로 개발하 으며, 운 체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이선

스는 Artistic License에 따른다.

Java Library Management System53) : 단행본, 테이프, 광학매체등으로구

성된 물리적인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Java기반 프로그램이다. 라이선스는

BSD License에 따른다.

GLLMS54) : GLLMS(GPL Library Loan Management System)는 소규모 도서

관의 단행본, 비디오, 오디오, 정기간행물 등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산화 시스템이다.

Visual Basic으로개발한설치파일을제공한다.

ACSoc Comics Library Management System55) : PHP와 MySQL로 개

발한 도서관의 만화책 관리 시스템이다. 만화대본소,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만화책의 대

출업무를위해개발하 다.

APLM56) : APLM(Alex Personal Library Manager)은 소규모 개인도서관의 관리

를 위한 크로스 플랫폼 시스템이다. Perl로 개발하 으며 기본검색, 혼합검색, 주제 브

라우징등의기능을제공한다.

LRIS57) : LRIS(Library Record Information System)는 Visual Basic으로개발한

Windows용 전문도서관 시스템이다. 온라인도서의 발행과 반납, 회원 등록, 분실처리,

구입신청등의기능을제공한다.

Library Manager58) : 학교도서관이나 가정도서관을 위한 기초적인 전산화 프로

그램으로 PHP로개발하 다.

52) http://www.disobey.com/noos/LibDB/

53) http://sourceforge.net/projects/jlibsystem/

54) http://gllms.sourceforge.net

55) http://cuacslib.sourceforge.net

56) http://sourceforge.net/projects/aplm/

57) http://sourceforge.net/projects/lris-jeem/

58) http://sourceforge.net/projects/lib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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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Management Software59) : 책, 잡지, CD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 Java로 개발하 으며대출, 반납, 검색등의기능을제공한다.

BookLib60) : ISBN, 서명, 저자명으로도서를관리하는 Java기반프로그램이다. 

FLS61) :FLS(Free Library System)는 Java로 개발한도서관의데이터베이스관리

와대출을위한프로그램이다. 

jGolBib62) : Java와 MySQL로 개발한 개인도서관의 관리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도서관기능을제공하고바코드스캐너도지원한다.

Nalanda63) : Nalanda는 Apache, PHP, MySQL을 필요로하는도서관전산화시

스템이다. 스탠드어론으로서네트워킹은지원하지않는다. 

OLA64) : OLA(Online Library Application)은 수백~수천 책(및 잡지, 비디오 등)

을 소장한 소규모도서관을 위한 웹기반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이다. PHP와 MySQL을

필요로한다.

Webrary65) : Webrary는 단행본, 잡지, CD, DVD 등을 서명, 저자명 등으로 정리

하고이를이용자에게대출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 PHP와MySQL로개발하 다.

E-Librarian 66) : 소규모 도서관의 장서관리를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PHP/MySQL로개발하 다. 

GNU Library Management System67) : Glibms은 PHP와 PostgreSQL로

개발한도서관전산화프로그램이다.

59) http://sourceforge.net/projects/libsoft/

60) http://software.vtpaintball.net/booklib/

61) http://www.dorm4.org/~fuzz/fls/

62) http://projects.momb.net/projects.php?id=1

63) http://nalanda.sourceforge.net

64) http://ola.sourceforge.net

65) http://www.acqualba.it/dan/webrary/

66) http://sourceforge.net/projects/e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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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디지털도서관/학술커뮤니케이션

Greenstone68) : University of Waikato의 뉴질랜드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UNESCO, Human Info NGO 등이 개발과 배포에 참여한 Greenstone은 디지털도서

관 컬렉션 관리와 새로운 컬렉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 또는 CD-ROM

상의 정보와 출판물, 멀티미디어를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Windows, Linux , Darwin(Mac), Solaris, FreeBSD 등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프로

그램을제공한다.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등을지원하고있으며현재 20개

이상의기관에서Greenstone을 설치, 운 하고있다

[그림 14] Greenstone

67) http://sourceforge.net/projects/glibs/

68) http://www.greenst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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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ME69) : OCLC의 ALCME 프로젝트는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들을 통합하는 오픈소스 도구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도구들은보존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추출, 전거제어등을지원한다. 프로그램의사용

과배포는OCLC의 Research Public License에 따른다.

Fedora70) : Fedora(Flexible Extensible Digital Object and Repository

Architecture) 프로젝트는 Andrew W. Mellon 재단의 지원에 의해 University of

Virginia와 Cornell University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보존관리시스

템이다. 라이선스는Mozilla Public License를 채택하 다.

Scout Portal Toolkit71) : Andrew W. Mellon 재단의 지원에의한 Scout Portal

Toolkit(SPT)은 WWW상의 지식자원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69) http://alcme.oclc.org

70) http://fedora.info

71) http://scout.wisc.edu/Projects/SPT/

[그림 15] Scout Portal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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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MySQL, Linux, Apache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최소한의 기술수준만을 요구하

는턴키시스템의형태로배포된다. 

DSpace72) : 대학 연구자들의 지적 생산물(논문, 프리프린트, 기술보고서, 회의보고

서 등)을 디지털 포맷(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기록, 축적, 색인, 보존,

분배하는 선도적인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이다. MIT 도서관과 Hewlett-Packard(HP)사

가공동으로개발하고있으며 BSD License를 채택하 다.

[그림 16] DSpace

E-Prints73) :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개발한 온라인 출판물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학술기관의 연구생산물의 저장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지

72) http://www.dspace.org

73) http://software.eprin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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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오픈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E-LIS74)도 이소프트웨어로구축하 다.

Ibero-american and Caribbean Digital Library Proyect75) : 단행본, 저

널, 학위논문, 음악,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객체의 정보

자원(메타데이터)을 등록하는 Ibero-American and Caribbean Digital Library 프로

젝트는 UNESCO와 멕시코 University of Colima에 의해 시작되었다. 디지털화를 위

한포맷과기술, 정보의교환을위한 Z39.50 표준을적용하 다. 

jake76) : Yale Medical Library의 Daniel Chundov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jake(jointly administered knowledge environment)는 학생, 연구자, 사서를 위하여

74) http://eprints.rclis.org

75) http://bdigital.ucol.mx

76) http://jake-db.org

[그림 17] j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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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저널과정보원에대한검색, 관리, 링크를제공하는프로젝트이다. DB종합목록,

서명 전거통제, 링크 도구 등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서관소장정보의최적화방법도제공한다. 많은 출판사와 DB업체들이참여하

고있으며, Mark Jordan의 jake2marc.pl 모듈77)을 설치하면MARC 레코드로변환할

수있다. 

Ganesha Digital Library78) : 인도네시아 Institut Teknologi Bandung의 지식

관리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Ganesha Digital Library(GDL)는 기관, 인터넷카페,

그리고 개인이 인도네시아 디지털도서관 네트워크(IndonesiaDLN)에 보다 쉽게 참여

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connecting people’s knowledge”를 모토로, 기

관 또는 개인들이그들의지식을공유할수있을뿐만아니라 IndonesiaDLN에 축적된

지식에접근, 활용할수있다.

HERMES79) : HERMES(Hopkins Electron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는 Johns Hopkins University의 Sheridan Libraries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자정보원 관리시스템이다. RDBMS 산업표준인 ColdFusion으로 개발하 으며

PostgreSQL을지원한다.

iVia80) : iVia는 미국의 NSF 등 많은기관이후원하는 INFOMINE81)의 운 을 위한

시스템으로, 교수와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인터넷 자원을 조직하는 일종의 가상도서관

이다. INFOMINE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Wake Forest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Detroit 등 수많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

이참여하고있다.

77) http://www.lib.sfu.ca/kiosk/mjordan/jake/

78) http://gdl.itb.ac.id

79) http://hermes.mse.jhu.edu:8008/hermesdocs/

80) http://infomine.ucr.edu/iVia/

81)  http://infomine.ucr.edu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67

4.8 메타데이터/기타

Library Groupware for Bibliographic Lifecycle Management82) :

Daniel Chudnov가 2004년부터진행하고있는도서관그룹웨어프로젝트로, 라이선스

는 Creative Commons License에 의한다.

Stanford WWW to Z39.50 Gateway83) : WWW과 Z39.50 사이의 유연한

인터페이스를제공하기위해Harold Finkbeiner에 의해개발되었다.

SLRI84) : SLRI(Simon Fraser University Library Research Instrument)는

Z39.50 클라이언트인터페이스로서, Stanford Z39.50 Gateway에최초로적용되었다.

JAFER ToolKit Project85) : JAFER(Java Access For Electronic Resource)는

Java로 작성되었으며, Z39.50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들이 포탈과 정보자원

을 구축할 수 있도록 Oxford University Libraries Automation Service에서 개발하

다.

m[n]m86) : 의학도서관의 OPAC 이용자를 위한 국가표준 MARC MeSH subject

authority 레코드의 처리용 Perl 스크립트이다. New York University의 Ehrman

Medical Library에서배포하고있다.

Director87) : University of Adelaide Library의 Steve Thomas가 만든, 웹자원에

고유URL을매핑하는 CGI 스크립트이다.

82) http://curtis.med.yale.edu/dchud/writings/blm.html

83) http://lindy.stanford.edu/~harold/z3950/www_gateway.html

84) http://www.lib.sfu.ca/slri/

85) http://www.lib.ox.ac.uk/jafer/

86) http://library.med.nyu.edu/mm/

87) http://staff.library.adelaide.edu.au/~sthomas/scripts/director/director.html

88) http://marc4j.tigr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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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4J88) : 처음에 James(Java MARC events) 프로젝트로 시작한 MARC4J

는 Java 기반MARC 레코드작업을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환경을제공한다. 

MARC/Perl89) : MARC 레코드의열람, 조작, 편집을위한 Perl 모듈로서웹인터페

이스에서 MARC 레코드를 ASCII, HTML, XML, ISBD, Dublin Core 등의 다른 포

맷으로변환할수있다.

MarcSearch90) : MARC 레코드의검색을위한 PHP 응용프로그램으로, 도서관전

산화시스템을대체하는것은아니다.

ZAP!91) : Z39.50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Z39.50 서버의 웹 인터페이스를 간

단하게구축할수있는 Apache 모듈이다. 

CERN Document Server Software92) : CERN Document Server Software

(CDSware)은 CERN(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 Document Server의 운 을 위해 개

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OAI-PMH과 MARC21을 적용하 으며 전자프리

프린터서버, 온라인도서관검색, 웹 도큐멘트시스템등에서활용할수있다.

OCLC SiteSearch93) : WWW 환경에서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전자자원을 통합할 수 있으며, 정보원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관의 텍스트 및 이미지 DB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Perl, JDK, MySQL로 개발한 OCLC SiteSearch는 WebZ와 Database Builder의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UNIX 및 Windows NT 계열의 운 체제를 지원한

다. 소스의라이선스는OCLC Research Public License에 따른다.

89) http://marcpm.sourceforge.net

90) http://marcsearch.sourceforge.net

91) http://www.indexdata.dk/zap

92) http://cdsware.cern.ch

93) http://www.sitesearch.oclc.org

94) http://www.indexdata.dk/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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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94) : Z39.50기반의 텍스트 인덱싱 및 검색엔진으로 email, XML, MARC 등

의다양한포맷의구조화레코드를처리할수있다.

Acquis95) : 책, 비디오카세트와같은물품의주문과납품을관리할수있는수서용프로

그램이다. 캐나다의TNRD Library System사에서Perl과MySQL로개발, 배포한다.

pyCatalog96) : Python으로개발한 pyCatalog는 도서관과정보센터에서사용할수

있는 Reportlab 응용프로그램이다. MARC을 지원하며, PDF 포맷으로 책자목록과 카

드목록을생성할수있다. 

HTML::DublinCore : HTML 문서에서 Dublin Core 메타데이터를쉽게추출할

수있는 Perl 모듈이다. Free Software로 배포되고있다.

The MARC Template Library98) : The MARC Template Library(MTL)는

MARC 레코드의 열람, 편집을 위한 C++ API이다. Microsoft Visual C++ 6으로

제작하 으며라이선스는 BSD License에 의한다.

ZMARCO99) : Z39.50을 지원하는 OAI-PMH(Open Archive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이다. ASP와 Visual Basic으로 개발하 으며, 라이선스는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를 채택하고있다.

WebPAC100) : 크로아티아의 인터넷 컨설턴트 Dobrica Pavlinusic와 Sveuciliste u

Zagrebu의 심리학과 도서관 사서인 Marijana Glavica 등이 중심이 되어 SWISH-E

및 Perl로 개발한 웹기반 OPAC이다. CDS/ISIS 파일용 OpenIsis를 사용하며,

MARC 레코드및Microsoft EXCEL 등의구조화파일을출력한다. 

95) http://acquis.sourceforge.net

96) http://pycatalog.sourceforge.net

97) http://search.cpan.org/dist/HTML-DublinCore/

98) http://mtl.sourceforge.net

99) http://zmarco.sourceforge.net

100) http://webpac.sourceforge.net

101) http://vlibrary.sourceforge.n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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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Library101) : 대학캠퍼스와 같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책이나 기타 매체

를 P2P 방식으로공유할수있는웹기반가상도서관프로그램이다. 이용자가책을등록

하면 다른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Java로 개발하 으며 검색 및 통

계기능을제공한다.

Benedetto Library Catalog System102) : 각종 매체의 등록, 데이터 검색 및

출력을위한도서관편목시스템이다. C와 Java로개발하여모든운 체제를지원한다.

Library Shelf Reading Training103) : 청구기호에 따라 책을 서가에 배열하는

방법을 도서관 직원이나 학생보조원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회도서관에서

Pascal로 개발하 으며MS-DOS 운 체제에서실행가능하다.

LibCB104) : LibCB(Library Course Builder)는 인쇄매체 및 디지털자원을 활용하

는 대학도서관의 강의지원 프로그램이다. ColdFusion으로 개발하여 MacOS와

Windows 운 체제를지원하며, 라이선스는 LGPL를채택하 다.

md3105) : md3(Metadata3 project)는 양질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Java 프로그램이다. P2P 네트워킹을위해 JXTA 기술을적용하고있다.

XMLMARC106) : Stanford University의 Lane Medical Library에서 Java로 개

발한, MARC 레코드를 XML로변환하는프로그램이다.

Marc2Opac107) : 오스트레일리아의 Bundaberg Library에서 Freeware로 배포하

는MARC 레코드의검색과출력을위한 PHP 스크립트이다. 

102) http://sourceforge.net/projects/benedetto/

103) http://sourceforge.net/projects/shelving/

104) http://sourceforge.net/projects/libcb/

105) http://md3.org

106) http://xmlmarc.stanford.edu

107) http://freshmeat.net/projects/marc2opac/

108) http://www.spinellis.gr/sw/textproc/bib2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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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2xhtml108) :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포맷인 BibTeX 파일을 HTML로 변환하는

Perl 모듈이다. 

DLP109) : DLP(Distributed Library Project)는 전통적인 도서관이 이용자 커뮤니

티를 촉진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끼리 책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어 소장하고 있는 책과 비디오 목록

을 기재하면, 다른 사용자가 검색하여 직접 그 사용자로부터 대출하는 방식이다. San

Francisco만(灣) 지역에서시험적으로운 되고있다.110)

한편,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국내의 도서관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의 개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오픈소스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런조건없이소스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몇가지프로젝트를소개하고자한다. 이외

에도 도서관 전산화 벤더인‘라이브텍’에서 1998년에 Windows용 저자기호 자동생성

프로그램과 레이블 및 바코드 출력 프로그램을, ‘SA&K’에서 같은 해에 Windows용

바코드출력프로그램을, ‘ECO’에서 2001년에Windows용 저자기호자동생성프로그

램을각각개발, 웹을통해무상으로배포하여현장사서들의큰호응을받기도했다.

문헌복사서비스112)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97년 10월에 도서관 웹사이트에

문헌복사신청 메뉴를 개설하여 내부이용자(대학 소속), 외부이용자, 도서관회원기관에

대한 소장자료와 비소장자료의 문헌복사 서비스를 시작하 다. 서비스 시행 이후 복사

요청이확연히증가하는추세를보 다고한다. 1998년 6월에 Perl과 HTML로제작한

소스를공개하 다. 

사서를 위한 정보기술 나눔터113) : 우석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제공하는‘사서를위

한 정보기술 나눔터’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웹 프로그램밍 소

스, C/S프로그램, DBMS, 도서관정보기술(XML, SGML, MetaData)에 관련된 정보

109) http://www.thoughtcrime.org/software/dlp/

110) http://www.communitybooks.org

112) http://delias.dongeui.ac.kr/mailing/old_opendata.html → 42번 자료‘문헌복사서비스

시스템자료’

113) http://library.woosuk.ac.kr/library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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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나아가기존의도서관전산화업체들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각도서관의

전산사서들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운

자의 전근으로 인해 현재 운 이 중단된 상태이다. Windows 기반의 ASP로 개발한

학위논문제출시스템과 사진DB구축시스템의 소스를 제공하며, 라이선스는 따로 언급하

지않았다.

책사랑114) :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도서실을

위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다. Windows 95/98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으며 정리

(MARC 미지원), 대출 및 이용자관리, 웹검색을 지원한다. 소스는 포함하지 않고 설치

를위한실행파일만제공하므로프리웨어로볼수있다.

인터넷 기반 참고질의시스템115) : 계명대학교문헌정보학과의박준식교수연구팀은

2001년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인터넷 기반 참고봉사의 상호협력과 분담

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참고질의-

응답서비스와참고정보원사이트의두가지서비스를통합·운 할수있는참고질의시

스템을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ASP, Visual Basic, Microsoft Access 등으로 개발하

여Windows 운 체제의 IIS 웹서버프로그램에서운용할수있다.

5. 도서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추이를분석하면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을도출할수있다.

첫째, ILS 프로그램도다수있지만대체로도서관의업무별로분화된기능즉, 컴포넌

트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컴포넌트란 응용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컴포넌트 소

프트웨어를 구성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별 단위로서, 특정 기

능이나관련된기능들의조합을뜻한다.

114) http://library.paichai.ac.kr/develop/develop_booklove.htm

115)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자료실→정책연구보고서→ 241번 자료‘인터

넷기반참고질의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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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보다는 웹기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웹

기반프로그램은 TCP/IP를지원하고웹인터페이스를제공한다.

셋째, 개발 도구 중에서는대중적인오픈소스플랫폼을적용하고있는데즉, 운 체제

로는 Linux, 웹서버로는 Apache, 스크립트 언어로는 PHP와 Perl,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으로는MySQL을가장많이채택하고있다.

넷째, 개발 주체의 측면에서는 컴포넌트의 경우 개인이나 도서관이 개발하는 사례도

있으나, 디지털컬렉션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등은 대부분 그 공

익성을인식한국가또는도서관, 대학간의컨소시엄단위에의해진행되고있다.

전술한특징은국내에서의도서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고하겠으며, 이를토대로국내의개발자를위한다음과같은몇가지지침을얻을수있다. 

첫째, 가급적 PHP, Apache, MySQL과 같은 대중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오픈소스가 아닌 ASP로 개발한다면 Windows 운 체제에서 IIS

웹서버 프로그램을 운 하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Oracle이나 MS-

SQL과 같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비용절감이나 독립성의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둘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컴포넌트 개발에 있어 회원정

보DB와 연동이 되지 않는 기능의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정보를 요하는

기능-가령, 예약이나 MyLibrary 등-은 다른 도서관에서 설치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정보를필요로하지않는지정도서관리, 정보길잡이등이다른도서관의입

장에서더유익한컴포넌트로사용될수있다.

셋째, 적절한 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OSD에서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무제한의 복사권, 무제한의 사용권, 무제한의 개인사용

을위한수정이허용되어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개인적인수정과 2차적저작

물의 상업적 재배포에 대한 태도에서는 라이선스별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

로(최은창 2003, 368), 개발자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겠다. 주요 오픈소

스 라이선스의 차이점은 <표 2>와 같다(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nomics &

Berlecon Resear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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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오픈소스라이선스의차이점비교

무료 재배포
사용상의

소스코드
소스코드 2차적저작물도 사적

구분
사용 허용

제한
자유활용

수정 자유롭게 독점소프트웨어와
없음 허용 배포되어야함 연결허용

Public 
○ ○ ○ ○ ○ ○Domain

Shareware △ ○

Freeware ○ ○ ○

GPL ○ ○ ○ ○ ○ ○

LGPL ○ ○ ○ ○ ○ ○ ○

MPL ○ ○ ○ ○ ○ ○

BSD Licence ○ ○ ○ ○ ○ ○

* Shareware는 Trial 기간만무료

끝으로,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국가의 도서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개발주체를단위도서관이나개인에게만의존해서는곤란하다는의미이

다. 이를테면, 국가 차원의 각종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서는 콘텐츠나 하드웨어 구입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항목은 비중도 적거니와 대체로 상업

용제품의구입을유도하는경향이없지않다. 차후의도서관정보화사업계획에는오픈

소스소프트웨어개발을장려, 지원하고이를적극적으로육성하는정책이포함될수있

기를기대한다.

둘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화 벤더들의 오픈 마인드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하 듯이 오픈소스는 결코 상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아니다. 외려도서관과벤더간의 win-win 효과의창출로관련산업시장의파이

를키울수도있으며, 이는기업의이익뿐만아니라도서관발전에도긍정적으로기여하

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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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것은 매우 당연한 명제임에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도서관 전산화 역사에 있어서 협조와

공유의 미덕보다는 단절과 폐쇄의 고립주의가 팽배하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116) 선

의와 충정에서비롯되었을지라도기관의위상제고를위한일종의선점효과를얻을요량

으로 시스템 개발을‘비 리에’추진하여‘깜짝쇼’처럼 공개하는 근대적인 관습은 이제

과감히폐기할때가되었다. 

넷째, 국가나 단위도서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경제성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사적 소프트웨어의 가격 인하를 가져

올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주로 경제적인 면에 치우친다면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이철남 2002). 더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초기에는 기회비용이 일시

적이나마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벤더 종속성을 탈

피한 기술적 독립,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향상과 품질 제고, 단위도서관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 업계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경쟁촉진, 디지털도서관 개발 분담, 시스템의 확장성

및 호환성 확보, 인센티브 부여 및 일자리 창출, 국가와 벤더 및 도서관간 협력 증진 등

의관점에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효용성이평가되어야할것이다.

6. 맺으며

독점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Casson & Barr 2002) 현재의 상황에서, 도서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비용절감과 기술의 공유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눈을 돌리는

기관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막중한 책임과 기술력을 필요

로한다는(Poynder 2001, 69) 점을깨닫고그것의채택을꺼리고있다. 또한업계에서

116) 최근에 목도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수의 기관(및 개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각기‘협동

참고봉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대상, 목

적, 관종, 개발방법론등에서조금씩차이가있겠지만, 힘을합해역량을집중시키는것이정녕

불가능한일인지못내아쉬운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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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픈소스의 경제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경 진과 오퍼레이터들은 새로운 운

체제및소프트웨어에대해망설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일순간에 대체할 순 없어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권장되면서 서서히 확산될 것으로 보

인다. 이미 IBM, Sun, Oracle과 같은대표적인 IT 기업들도 Linux를 비롯한오픈소스

의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픈소스 진 의 가장 강력한 경

쟁자이면서 오픈소스가 불안정하다고 공격하던 Microsoft사의 내부에서조차 오픈소스

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점차 해

소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도 Ex-Libris 등의 전산화 벤더들은 지금은 그들의 상업용

시스템을 실행파일의 형태로 설치하고 있지만, 그들도 Redhat 사례와 같은 성공적인

오픈소스 도서관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Kochtanek et al.

2002, 60) 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당위성이 부여된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도

서관간의 공통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지지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도

서관 시스템 개발에 있어 오픈소스 개념을 도입하자는(김경곤 2002)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실정이므로, 도서관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시대적과제일수밖에없다.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게 아니라 기실은 사소한 인식의 전환

에서 출발한다. 본 고는 문헌정보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응용 가능성을

논의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그동안 무심코 지내왔던 일상의

고정관념-특히, 소프트웨어의 독점 현상-을 걷어내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자

인 김도현(2000) 교수의 다음과 같은 경험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만

약아래의인용문을접하고, 당장 실천으로옮기지는못하더라도, 문제의식을갖기시작

했다면본고의목적은 90% 이상달성된것이나마찬가지이다.

나는 가끔 ○○동 ○○도서관117)을 찾아간다. ○○도서관 1층에는 종합정보실이 있어 인터

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놓여 있고 누구나 신청해서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

○도서관에 도착하는 9시 30분만 되어도 이미 컴퓨터 사용신청이 마감되었다는 안내판이 붙

117) 도서관 명칭을 옮긴이가 임의로‘○○’으로 기재한 까닭은 의 시점이 오래전의 것이어서 현

재의 상황과 다를 것으로 추정될뿐더러, 저자의 비판이 특정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

적현실을바탕으로하 을것이라는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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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을 정도로 컴퓨터 대수는 한정되어 있다. 어림잡아 약 2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을 따름

인 것이다. ……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20대의 피시가 전부 윈도를 운 체제로 택하고 있다

는 점이다. 윈도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구입 외에도 운 체제 구입에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

사이트 라이센스를 받아 싸게 구입한다 해도 100여대에 모두 윈도를 설치하려면 아마 1000

만원은 훌쩍 넘어가 버릴 것이다. 더욱이 윈도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운 체제에 통합되어

있어서이를지원하기위한하드웨어스펙도고사양을요구할수밖에없다. 윈도운 체제하

에서는 소프트웨어 면에서나 하드웨어면에서나 자금 소요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왜“공짜”

인오픈소스유닉스/리눅스를사용하지않는가? 전부를유닉스/리눅스로설치하라는말은아

니다. 하지만 단 한대의 예외도 없이 100% 윈도 운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운 체제를차별없이대우해야한다는법의정신에부합하는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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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for victims of group bullying. For the purpose twenty times of

counsellings are taken with two victimized middle school students for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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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자 중 한 사람이 사서로 재직하는 중학교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2학년 학생

1명이 점심시간이시작될때도서관에들어와서책을읽기시작하여점심시간이끝나서

야 도서관을 나섰다. 이런 일이 며칠동안 계속 되풀이되었다. 밥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

었더니 그냥 먹고 싶지 않다고 하 다. 간식도 전혀 사먹지 않는다고 하 다. 담임교사

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 더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라고 설

명해주었다. 한창 발육이 왕성한 시기의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밥도 먹지 않고

혼자시간을보내는것을보니무척안타까운마음이들었다. 

학교 친구들로부터괴롭힘을당해더이상이세상에서살기가어려울것같아죽는다

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3), 소극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하

다정신분열증세까지겹쳐자신의손목동맥을잘라스스로목숨을끊으려했던고등학

생4) 등 일간지한쪽을메우는가슴아픈일들은집단따돌림의심각성을보여주는사건

들이다.

학생들은하루의대부분을학교에서보낸다. 그들은그곳에서‘입시’라는관문을통과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는

학생들의스트레스를가중시킬수있다. 더욱이집단따돌림을당하는학생의고충은더

심각할것이다. 

집단 따돌림학생들은 혼자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학생들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데 학교

라는 집단적 공간에서 그런 공간은 드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전용공간이거나 아니

면 아예 개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서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

로 빠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내의 공간이기에 그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독

서는상상의세계로도피할수있게해주고고독감을줄여줄수있는행위이므로학생들

이선호하는것같다. 그러므로도서관에서문학작품을읽으며작품속의인물과자신을

동일시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독서요법은

집단따돌림학생들에게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3) “‘왕따초등학생’또자살”, 『문화일보』, 2002. 11. 15.

4) “‘왕따’비관자살기도학교선합의종용만”, 『세계일보』,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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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구자들은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고립되어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주목하여 독서요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

하고행동을변화시켜보려고하 다. 학생들이집단따돌림당하는원인을파악하고이

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한 후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

는 치료과정을 수행하 다. 그리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나가고, 나아가 조화로

운대인관계와건강한정신을가진인간으로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고자한다.

2. 독서요법대상과방법

2.1 독서요법대상에대한이해

집단따돌림을유발하는요인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개인그자체에문제가있는경

우가 대부분이다. 독서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 개개인의 성격이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대상 학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담임교사

와 면담을 실시하 다. 담임교사로부터 가감 없는 진술을 얻기 위하여 독서요법 실시의

의도를 밝히지 않았고 단지 사서로서 이용자에 대한 봉사측면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

해주기위함이라고만밝혔다. 

담임교사들은 모두 약간씩 경계를 하면서 학생에 대한 기초사항을 전해주었다. 의도

를 밝히면서 요청을 했으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지만, 독서요법 실시

후 다시 담임과 면담을 할 때 객관적인 진술을 얻기 위해 생략하 다. 그리고 교사 입장

에서는 학급담임으로서의 임무 중‘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문제아 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외부에노출하기를꺼리는편이어서연구자가내담자들의기초자료를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교사와 내담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내담자에 대해

다음과같이이해하게되었다. 

2.1.1  대상1-K양(중학교1학년)

1) 학교생활 측면

학교로부터등록금과급식비를감면받는다.

외모가지저분하고옷차림이불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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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예를들면등교시간)을잘안지킨다.

학습태도가 불성실하다.(준비물을 챙겨오지 않고 특히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아벌점을받는다.)

공부에전혀관심없고숙제도거의안한다. 성적은최하위에속한다.

수업시간에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지적 받는다.(숙제를 안 해 오거나 주의 집

중하지않아서가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개선시키려고지도해보았으나실패하 고, 담임의 경우 거의

포기직전이라고한다.

특별히친한친구가없다.

2) 가정환경 측면

부모가이혼한후 2년전동생과단둘이D시로이사를와서생활하고있다.

보호하거나통제해줄사람이없다.

새벽 늦게까지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읽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일상화되

어있다.

타지역에있는아버지가1달에1번정도와서생활비며기타생필품을공급해준다.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고모와 할머니가 1주일에 1번 집을 방문해서 살림살이에 대

해조언해주고있다.

3) 심리 정서 측면

부모의이혼으로심리적상처를갖고있다.

반학생들이자기를싫어하므로자기또한학생들에게적개심을갖고있다.

명랑하긴하지만외로움을많이느낀다. 

2.1.2  대상2-J양(중학교2학년)

1) 학교생활 측면

전교에서 10등안에들정도로공부를잘하는편이다. 

또래들이하는행동과생각이유치하다고생각하는편이다.

수학여행등기타학교단체행사에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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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아주적고소극적이며붙임성이없다.

공부를잘하고잘난체해서다른아이들이미워하면서따돌린다.

자기보다우수한학생한테만관심이많다.

2) 가정환경 측면

할머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부모님과함께살며부유한가정환경을가진무남독

녀이다.

부모님이모두바빠서대화할시간이없다. 

엄마에대한자랑이대단하다.

사촌들(연령차가많은사촌)이많다.

3) 심리 정서적 측면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는 어른들과 함께 생활을 해서 또래에 비해 사고가

성숙한편이다.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또래들의 관심사, 연예인 등에 대한 대화)에 관심이 없

고오로지공부에대한생각뿐이다.

똑똑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잘난척한다.

2.2  독서요법진행방법

기존의 독서요법 연구는 대부분이 독서요법을 처치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

단으로나누어실시한후사전사후를비교·통계처리한후효과를입증하는수치로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를 검증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에서는 왜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보다효과가나타났는지에대한그구체적인변화과정을확인할수없다. 그러므

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의 흐름은 일관성이 있는지, 또 책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책이 어떠한 유

형의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정리에 비중을 두면서 그들의 인

성이변화되는과정을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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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에게 독서요법의 취지와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

지만 치료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독서요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않는선에서최소화하 다.

독서요법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주에 1번, 1시간씩총 20차에걸쳐진

행하 다.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나 기타 학교행사가 겹치면 연기하여 책읽기에 부담을

갖지않는방향으로진행하 다. 

장소는학교도서관에서진행하 고일반적으로학생들의하교가완전히이루어지는 4

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실시하 다. 도서관은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이면서학생들의하교후방해를받지않고이야기를나눌수있어독서요법을진행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아울러 독서요법의 본질적인 측면과도 연관성이 있는 곳이

라고생각한다. 

매 상담마다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를조성해나갔다. 경우에따라연구자는내담자들끼리자신들의생각을주고받을수있

도록아무런개입도하지않고관찰자입장에서진행을해나가기도하 다. 그리고대화

내용을 상담이 끝난 직후 바로바로 기록하여 객관성을 유지하 고 그 기록을 자료선정

이나학생의내적변화의분석자료로삼았다.

연구단계는 연구자가 임의로 탐색단계(1-7차), 적용단계(8-15차), 종결단계(16-20

차)로 나누었다. 탐색단계는학생들이가진문제의원인과그유형그리고성격등을진

단해보는 기간으로 정했으며 독서요법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정하 다. 적용

단계에서는 탐색단계에서 파악된 원인을 분석하여 거기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선정·적

용하여학생들의태도와마음의변화를꾀하는단계로삼았으며종결단계에서는독서요

법의마무리단계로독서요법의결과와성과를가시화하고정리하는단계로삼았다.

탐색단계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강아지똥』, 『까마귀소년』등을 제시하여 학생

의 심리상태와 성격 그리고 태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 다. 7차 상담까지 면담결과 학

생들이집단따돌림을당하는이유는둘다매우이기적이고자신밖에모르는성격에있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J는 무남독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극히이기적인태도를가지며, K는 이혼가정으로따뜻한사랑을받지못한보상심리

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 모두 친구와 사귀는 법을 모르는 대인관계에도 조

금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비록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일지

라도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책을 선정해서 치료에 적용한다면 민감한 청소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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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입을수있을것이라판단하여타인에대한태도와가치관의수정에중점을두는

방향으로계획을잡았다. 학생들 모두가자기중심적이고개인주의적인성향이강하다고

판단하여나보다는남을먼저생각하고마음을열고먼저다가설수있도록그에관련된

책을선정하 다. 

적용단계에서는 자료를 통해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자

료를 적용하 고 학생들은 잘 따라와 주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J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나 K의 경우 나이에 비해 독서능력이 현저히 낮

은데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분량이 많은 책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K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연구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회차 마다 인성의

변화정도를확인해가면서계획했던독서자료를수시로수정해가며상담에임하 다. 주

로연구자개인의관찰과상담기록의분석결과에따라적절히판정해나갔다.

종결단계에서는 이제까지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가

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인생에 대

한태도를새롭게돌아보는계기를만들고자하 다. 

2.3  독서요법에활용한자료

독서요법에 적용할 독서자료는 처음부터 모두 선정해 놓지 않고 학생들의 집단 따돌

림 유형과 독서능력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해가면서 그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 다. 탐

색단계의 초반에는 매회 독서요법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이 적고 일기 쉬운 초

등학교저학년용도서를골라책읽기에대한거부감을없애도록하 다. 그 이후에는분

량이 많은 책을 선정하여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도록 과제를 주었다. 독서자료는 한국도

서관협회(1999)에서 제작한『상황별 독서목록: 아동·청소년편』과‘(사)어린이도서연

구회’(http://www.childbook.org),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

(http://www.readread.co.kr)과 같은 독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학교 도서관 사서’

까페 (http://cafe.daum.net/schoollibrary), ‘경북 사서교사들의 모임’까페

(http://cafe.daum.net/kblib)와 같은 인터넷 소모임의 자료를 참고하 다. 연구자들

은 이런 정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가급적 학교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일이 읽어보고 연구대상자의 문제 유형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려고 노력하

다. 20회에걸쳐사용한독서자료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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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권정생지음,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2회: 야사마타로지음, 『까마귀소년』, 윤구병옮김, (비룡소, 1996)

3회: 박완서지음, 『자전거도둑 - 할머니는우리편』, (다림, 1999)

4회: 박완서지음, 『자전거도둑 - 자전거도둑』, (다림, 1999)

5회: 고정욱지음, 『가방들어주는아이』, (사계절, 2003)

6회: 강숙인외지음, 『(제7회) 우수창작동화20 - 아름다운꿈』, (대교, 2001)

7회: 강숙인외지음, 『(제7회) 우수창작동화20 - 바다를지키는별』, (대교, 2001)

8회: 권정생지음, 『몽실언니』, (창작과비평사, 2002)

9회: 쉘 실버스타인지음, 『아낌없이주는나무』, 신현미옮김, (도로시, 2003)

10회: 박완서지음, 『자전거도둑 - 마지막임금님』, (다림, 1999)

11회: 잉그리트쾨터지음, 『중학생을위한독일산문 - 실직』, 정민 외옮김, (사랑

의학교, 2002)

12회: 리처드바크지음, 『갈매기의꿈』, 신동운옮김, (청목, 2001)

13회: 미하엘엔데지음, 『오필리아의그림자극장』, 문성원옮김, (베틀북, 2001)

14회: 이금이지음, 『너도하늘말나리야』, (푸른책들, 2003)

15회: 조원진지음, 『마음을열면』, (아이에듀테인먼트, 2002)

16회: 미셀르미유지음, 『천둥치는밤』, 고 아옮김, (비룡소, 2002)

17회: 루이스 세뿔베다 지음,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유왕무 옮

김, (바다출판사, 2003)

18회: 레오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톨스토이 단편선 - 사람은 무엇으로 사

는가』, 박형규옮김, (인디북, 2003)

19회: 김중미지음, 『괭이부리말아이들』, (창작과비평사, 2003)

20회: 장 지오노지음, 『나무를심은사람』, 햇살과나무꾼옮김, (두레, 2003)

3. 독서요법적용과정

여기서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와 태도의 상태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

을중심으로독서요법적용과정을간략하게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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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탐색단계(1-7차)

<1차상담>

1차 상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 유형과 심리상태와 성격을 파악하고 독서 후 토

론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책『강아지똥』을 선정하 다. 책을 같이

읽고가볍게이야기를나누었다.

K : 말을 함부로 하면 안돼요. 참새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

이남한테는상처가돼요.

K에게‘너도 그런적있니?’물으니 대답을안한다. 남이 무심코 하는 말로부터 K는

상처를많이받았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

J :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민들레가 강아지똥한테 먼저 손 내 고 말을 걸어줬기 때문에

강아지똥이자신을희생한거잖아요. 상대방이먼저손내 어야죠.

J는 남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야 자기도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J는 무남독녀다. 남

으로부터받기만하면서성장한배경이드러나는대목이다.

각자의생활환경과성격, 그리고 마음속상처를어느정도파악할수있었던시간이었

다. 처음부터두학생의개별적인면을발견해낼수있어앞으로의진행방향을잡아나가

는데 유익했다. 두 학생은 도서관에서 이미 안면을 익힌 사이인지라 분위기가 화기애애

했고대화가잘이어졌다.

<2차상담>

두 번째 만나는 날이어서 더 친근감이 있었는지 두 학생은 언니-동생 하면서 표정이

밝았다. 1차 상담처럼독서요법시간을할애해서읽을수있는집단따돌림과연관된짧

은내용의책『까마귀소년』을선정하 다.

K : 땅꼬마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남

들이 징그럽다고 하는 벌레도 만져보고 가만히 앉아서 나무도 살피고 까마귀소리도

듣고…. 다른 애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봤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게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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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조금만가만히있어도몸을이리저리돌리고하는데얘는안그러잖아요. 그리

고 선생님이 땅꼬마한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땅꼬마가 유명해졌잖아요. 다

른선생님은스치고지나는데이소베선생님은땅꼬마를알아주고배려해줬잖아요.

‘너도선생님한테관심받기를원하겠구나’라는연구자의말에 K는 선생님에게관심

받고싶고선생님이자기에게애정을쏟아주었으면좋겠다는말을하 다.

<3차상담>

내담자들에게 독서요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히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의 변화를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

었다.

K : 전학을 자주가면 적극적이고 활발하던 애도 움츠러들어요. 저는 D시로 이사와서요,

잠을못자요. 불안하고무서워서못자요. 전에살던곳에서는늦어도열시가되면잤

었는데 D시로 와서는 한·두 시까지 잠을 못 자요. 집도 새집이고, 옛날에 있던 가구

도버리고새가구를사니까그것도낯설고, 친한친구도없고…. 이사를자주가는것

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적응을 못해요. 친구랑 사귀지 못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찾게되요.

『자전거도둑 - 할머니는 우리 편』에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학군 때문에 전학을 고려하

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학의 경험이 있는 K는, 전학으로 인한 불편, 애로사항에 대해 생

각하는 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K에게 친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어렴풋하게

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말씨가 다른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부모님도 없이 새로운 환경

에적응하기란어린나이의K에게는두려움그자체 을것이다.

K : 엄마가 이사가기 하루전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사가는 그날 이사간다고 말

해서속상했어요. ‘난 여기가 더좋아서여기서살래’하면엄마는‘여기가더좋으면

여기서 너 혼자 살아라’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 안하고 엄마 말 안들어

요. 엄마는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요. 이사하기 전에 친한 친구한테 이사간다고 말도

하고싶고한데어른들은어른들끼리만결정하고아이들얘기는안들어줘요.

이 대목에서 K는 감정이 고조되고 목소리가 커졌으며 얼굴이 벌개졌다. 자신은 D시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93

로 이사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생하

게 그려졌다. 2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엄마와의 일을 회상하면서

도흥분할정도인것을보면그때그일이자신한테는아주가슴아픈일이었던같다.

K : 할머니와같이살면참좋을것같아요. 할머니는아는것도많구요, 얘기도참잘해줘

요. 모르는것있으면잘가르쳐줘요. 그리고학교갔다돌아오면집에엄마가없어서

쓸쓸해요. ‘다녀왔습니다’하고말할사람없어요.

연구자 : 꼭할머니가아니어도마음맞는친구가있으면어떨까?

J, K : 친구에게 할 얘기가 있고 못 할 얘기가 있잖아요. 친구보다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부모님이 막 싸울 때도 왜 싸우냐고 말릴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

이 기분이 안 좋으면, ‘둘이 싸웠구나,’‘분명히 무엇무엇 때문에 싸웠을 것이다’

하고아니깐요.

J와 K 모두친구의소중함에대해서는아직그중요성이나인식이부족한것같다. 이

점에초점을맞추어독서요법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다고생각했다. 그리고이

대화로 미뤄보아 내담자들에게는 대화상대가 필요하고, 엄마의 부재에 대한 공허감이

크다는것을짐작할수있었다.

<5차상담>

이전까지는내담자들의독서속도에맞게 10분∼15분 정도 소요되는자료를선정해서

상담시간에 미리 읽도록 했지만『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내용이 길어서 읽어오도록 하

다. 연구자는‘너희가석우라면어떻게할거야?’라는질문을던졌다.

J : 전 혼자자라서이기적이에요. 선생님이시키면하겠지만, 기꺼이하지는않아요.

여기서도 J의이기적인성격은확연히드러난다. 자발적으로남을위해무엇인가를하

기보다는선생님이나주위사람들의지시나강요에의해하는편인것같다.

연구자 : 석우는축구하는것과 택이가방을들어주는일사이에서갈등을하는데….

J : 석우처럼똑같은상황에부딪혔을때다른애한테대신해달라고부탁하고내가좋아

하는거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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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J는 자기가좋아하고관심있는분야의일이더중요하다고했다. 남을 생각하

는면이부족하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는대목이다.

K와 J는 집단따돌림이라는표면적인상황은비슷하지만유형은다르다는것을알수

있다. J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기적이고 K는 남(반 친구, 엄마,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폐쇄적으로 변한 것 같다. 연구자는 J에게는 자기를 생각하

기보다는남을먼저배려해줘야한다는생각을갖도록, 그리고 K에게는 자신이먼저남

에게다가갈수있도록마음을열어야한다는쪽으로독서요법의방향을잡았다.

3.2  적용단계(8-15차)

<9차상담>

『아낌없이주는나무』를읽고두내담자에게‘이렇게모든것을내어주는나무를보면

어떤생각이드니?’라고물었다.

K : 전 모든것을줄거예요. 아프더라도….

J : 나보다 낫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어리석다는생각이들어요. 자기 몫

으로조금남겨둘수있을텐데, 남김없이주니깐요. 나라면내몫을남겨놓고줄거예

요. 그리고 저는 소년이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무처럼 줄 것이고 귀찮다고

생각하면주지않을거예요. 부모자식관계가아니니까요. 부모들은무조건적이지만요. 

이때 K가 J에게‘언니는 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이

것저것 재면서 계산적이니까….’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J는 그 사실을 인정하

다. J는 설마 K가그런말을할줄몰랐다는표정이었고잠시침묵이흘 다. 

<10차상담>

『자전거도둑 - 마지막 임금님』을 읽고‘촌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꼈잖아.

너희들이그상황이라면어떨까?’라고이야기를유도했다.

K : 전 그런상황이더라도제게남은행복을찾아서행복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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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저는 일단, 상황에대해불만을가질것이고불행할거예요. 전 원히저와마음이맞

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저와 마음이 맞으면서

도저보다공부도잘하고저보다조금수준이높은친구랑사귀고싶어요.

K : 선배는선배의그릇이네모이면, 세모거나동그란다른사람도네모에맞추려고해요.

이기적이예요.

K는 J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연구자는 J가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았다. 같은

반에서 어느 정도 친한 친구를 사귀었지만 학년이 바뀌면 헤어질 친구이고 자기보다 여

러가지로못한학생이라서별로마음을주지않고있는것이다. 

<11차상담>

『중학생을 위한 독일산문 - 실직』이란 책을 읽었다. J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창피스러웠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책 속 주인공의 아버지가 힘든 것을

이해할것같다고하 다.

부모님을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으니 K는‘언젠가엄마를만나기로했는데약속시간

에 안 나와서 전화를 하니, 못나간다는 말만 했다’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 때 일이 무척

이나서운했던지눈가에약간이슬이맺혔다.

<13차상담>

『오필리아의그림자극장』를읽어온 J와 K는‘외로움’, ‘힘없음’, ‘덧없음’이라는그

림자를받아주는오필리아할머니가착하다고하 다. 자기들에게도그림자들이찾아오

면거절을못하는성격이라다받아줄거라고하 다. 

J : 그림자들도착해요. 자기들이오필리아할머니에게받은사랑을다시할머니에게돌려

주니까요. 전외동딸이어서누군가가저에게무엇을주면그것을당연하다고생각하고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것을 못 느껴요. 알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아니라생각자체가없어요. 다른사람이저에게관심을준다는것을못느껴요. 그

런데 그림자는 그것을 느끼고 받은 만큼 돌려주잖아요. 그림자도 본 받을 만해요. 저

도조금씩다른사람의마음을읽으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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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상담>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K를 위해 그리고 이기적인 J가 소희처럼 남을

배려하는마음을갖기를바라는마음에서『너도하늘말나리야』를선정하 다.

연구자 : 너희는미르, 소희, 바우중누가좋니?

K : 소희요. 할머니말 잘듣고지각안하고약속잘지키고참씩씩해서요….

J : 소희는 어른스러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우에

게문구류를골라주거나다정하게누나처럼행동하는그런마음요. 저는외동딸인데, 친구

들이 제가 하는 행동보고‘너, 외동딸 맞지?’라고 해요. 그냥‘감’으로 알아맞히는 거예

요. 소희같이부모님이안계시고할머니가아프고자신이생활을꾸려나가야하는입장에

있으면 누구나 소희처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그

리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만약 소희와 같은 환경이면 그렇게 할

것같아요.

K와 J 모두 소희가 좋다고 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는 모두 다르다. 각자 자신의

처지나성격에맞추어소희를동일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15차상담>

『마음을 열면』이란 책을 읽고 K는 지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 다. 왜냐하면 깨모,

피코, 레온만대사가많고알롱, 베베, 피터는대사가거의없기때문이란다. 그냥‘와--’,

‘와우---’이런 말만 하기 때문에 싫다고 하 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감탄사까지 지적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니 자신도 차별 받고 소외

당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책에 나오는 엑스트라들이 소외 받는 것 같다며 불쌍

하다고하 다.

연구자 : 너도피코처럼깨모한테친구사귀는것에대해조언해줄거야?

J :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니까 조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 깨모가 피코의 조언대로 의철이를 도와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너희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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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어때?

J : 옮길 생각이 있어요. 야단스럽게 호들갑떨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애들한테 옛날에는 은근히 신경 쓰이고 했었는데 이젠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이 편해

졌어요. 피코가 깨모 뒤에서 깨모를 봐주는 것처럼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K : 책 읽고나니책대로하고싶어요….

모두에게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더구나 J가 책의 정확한 위치

를지적하면서친구사귀는것에대해얘기할때그리고이전에는당연하게생각하고있

던부모의존재를소중하게생각하는점, K가 화가 나도 상대방에게함부로소리지르면

안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모

두책을읽고조금씩사고가변하고있는것이라짐작했다.

3.3  종결단계(16-20회)

<16차상담>

『천둥치는밤』을통해살아가면서 한번쯤은가졌던삶의의문점을만날수있다. 그러

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책에 있는

질문을던져보았다.

연구자 : ‘사람들이 갑자기 나만 남겨 두고 떠날까봐’라는 말에 대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

각하니?

J : 나는 남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편이 아니어서 남들이 떠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인간

관계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

람을 억지로 내 편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데 좋아해 달라고 하

기도싫어요.

K :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인데 지금 혼자인 거나 나중에 혼자 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

고외롭지않을거예요. 어차피죽을때는혼자죽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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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J와 K의 심리상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어차피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것이니 친구가 있거나 없거나가 무슨 소용이냐는 K의 말에 요즘 친구관계가

소원한것같은예감이들었다. 그리고 J는 역시자존심이강해서자기를싫어하는사람

을 억지로 자기편으로 만들기 싫다는 말을 하 다. 자신은‘논리적이고 이성적인 15살

의 소녀이고,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하는 성격이라고 말하 다. J의

경우 15차 상담까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는

데성급한판단이었던것같다. 

<17차상담>

연구자: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에서 소르바스와 다른 고양이가 왜

갈매기를키워주고나는법도가르쳐주게되었을까?

J : 동정심이 아닐까요? 나와는 다르지만어미갈매기와약속을했기때문에그것을지켜

야한다는책임감과어미도없는새끼갈매기에대한동정심같아요.

K : 동물이나사람이나비슷한것같아요. 모성애면에서는비슷해요. 사람은자기자식을

버리는데고양이는자기와다른존재를키워줬잖아요. 해외입양도하고하는데, 자기

가낳았으면책임을져야되는데그게기분나빠요.

J는 약속에 대한 책임감과 동정심 때문에 소르바스와 고양이가 갈매기를 돌보고 가르

친다고이야기했다. 순수한 도움보다는다분히조건적이며강자의베품으로서의관계로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의 관계에입각한사

고의패턴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K는 자기를 버리고 이혼한 엄마에 대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19차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정겹게 살고 있는『괭이부리

말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J와 K는‘사람들이 참 따뜻하네요. 어려워도 서로 도와가

면서잘살고있으니까….’라는말을할정도로따스함을느꼈던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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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여전히 J는괭이부리말에서사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 그렇게하지못하

는 이유는 오직 남의 시선 때문이다. 남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K는 어려운

생활환경에는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숙자’같은 언니가 있으면 좋

겠다고하는것으로볼때의지하고기댈수있는대상에대한욕구가크다는것을알수

있다.

4.  독서요법적용결과와분석

4.1  결과의양상

독서요법 효과는 연구자의 관찰, 상담 후 독서기록의 분석·평가,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토대로판단해보았다. 

처음에 K는 따돌림 상태가 심해서 연구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만큼 외로

움이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으로 내려와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과 말을 하 다. 심지어는 수업시작 종이 울려도 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 K는 연구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 주었다. 독서요법 실시 두 달이 지난 후에 초

등학교다니는동생을데리고와서소개해주었다. 동생을소개해줄만큼연구자와어느

정도 래포(rapport)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생은‘요즘 누나가 안 때려요’라고

말해한바탕웃었는데누나로서동생을좀많이쥐어박았었나보다. 그리고아버지가장

애인이된얘기도할만큼 K는 마음을열고자신의이야기를하면서진행에윤활유역할

을했다. 

K는 엄마에대한원망과적대감이강했다. 자신에게아무말도없이엄마마음대로이

혼하고 떠나버린 엄마에 대해 반항하듯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마음대로 옷 입고 숙제도 안하고 준비물도 챙기지 않았다. 성적표를 살펴

보면 기구준비(수업참여성실)면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엄마에 대한 감

정은독서요법실시전이나후나크게달라진것은없었다. 부모님들의사정을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K는 독서치료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에 좀 더 충실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J는 친구관계나 생활면에서 개선된 징후가 조금 나타나지만 태도나 행동에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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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없는것으로관찰된다. 

독서요법이 종료된 후 아이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들과 면담을 하 다.

두아이의담임교사들에게아이들이이전에비해변화된점을이야기해달라고하 다.

K는 1학기 때는 친구가 없어 혼자서만 밥 먹고 혼자서 놀고 하더니 근래는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비록다른반학생이지만…. 집에도같이가고밥도같이먹는것같아요. 1학기

때와 비교해볼 때 같은 반 학생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무엇보다도 지각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준비물을 잘 챙겨와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활발하고 좀 적극적으로 바

뀐것같아요. 공부도좀신경쓰는것같아요. 국어과목같은경우는지난번보다 30점이

나높은점수를받았네요. 음악실기는만점을받았고요.

J는 1학기 때는 수학여행 안 가겠다고 울며불며 하더니 2학기 때는 학교 소풍을 다녀올

정도로활발해졌고같은반에서친하게지내는친구도있는것같아요. 성적은 항상그상

태유지하고있고…. 뭐, 특별히 1학기때와달라진것은없는것같아요. 

한편연구자가관찰한학생들의변화된모습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K의경우>

친구를사귀었다. 

책임감이전보다강해진것같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자신이 선배가 된다며 후배를 챙겨야

겠다는 말을 했고, 친할머니로부터 동생을 챙겨주는 얘기를 들었으며, 학교 내에서

도 K의밝은모습이관찰되었다. 

친구와같이다니는모습등이눈에띄게달라졌다. 

흥미위주의 오락도서에 치중하던 독서습관을 벗어나 도서관 내의 다양한 책에 관심

을 두고 읽기 시작하 다. 특히 독서자료로 활용한『마음을 열면』이라는 책에 유난

히관심을가지고여러번대출해갔다.

<J의경우>

여전히 공부 잘하는 선배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인사하는 반면에 친구들에

게는마음을열지않았다.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101

다른사람을형식적으로만대하는모습이보인다. 

계속해서점심시간에밥을먹지않고도서관에혼자와서책을읽는다. 

책 읽을때친구가다가와말을건네려고하면싫어하는기색이역력하다. 

자기연령에맞지않는어려운소설책을읽는경향이계속해서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독서요법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 개별적으로 보

면 K의경우더많은효과가나타났고 J의 경우큰효과를크게보지못했다고할수있

을것이다.

4.2  실패요인분석-J를중심으로

J는 철저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자신을 개방하지 않았다. 사람의 성격상 남에게 자

신을개방하는사람이있는반면자신을노출시키지않는사람이있다. J는 후자에속한

다. 상대적으로 독서요법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J의 경우를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

해보았다.

4.2.1  연구방법과연구자측면

1) 내담자에게 독서요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았다.

J는 자신이집단따돌림당하는사실을인정하지않으려고하 고자신의문제가무엇

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자는 J가 독서요법 실시의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되었다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독서요법

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내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

다는 점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J의 경우 독서요법 실시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2) 연구자와의 래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어떠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모든 문제를 거리낌없이 말



102 집단따돌림피해자를위한독서요법사례연구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감과 친 감을 래포

(rapport)라 한다. 래포가 형성되면 유쾌한 감정을 갖게 되고 상호간에 신뢰하게 되며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진지함이 넘치게 되는데 J와는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 K는 도서관에 와서책을읽기보다는수업시간에있었던얘기며집에서의생활등

소소한얘기를하려고하 고 J는조용히앉아서책읽기에만몰두하는스타일이었다.

독서요법 시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왔을 때 독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연구자와 사

적인 얘기를 활발히 했더라면 래포(rapport)형성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임상

적 독서치료자는참여자들이독서치료자와의집단적모임밖에서사적이고치료적인대

화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선물공세 등으로 치료자와의 특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

력하는 다양한 방법 등에 민감해야 한다5)는 원리를 좀더 깊이 인식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3) 내담자의 인성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독서요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한계점으로는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감수성이 없는

사람, 자기통제가곤란한사람, 지나치게고립화경향이있는사람, 정신박약아등이포

함되는데6) 감수성이풍부하지못한 J의인성적특성을반 하여전략적으로이끌어가지

못한것도한요소라할수있다. 

4) 연구자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여러 가지 자질이 독서요법 결과에 향을 미친다. 독서요법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더불어 상담에 대한 기법이나 원리 등 카운셀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연구자는 인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독서자료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독서능력

을 갖추어야 하며 책에 대한 식견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연구자의

능력과경험이충분치못해결과에 향을주었을것이라생각한다.

5)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독서치료연구회,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2001, p. 80.

6)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2001,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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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내담자측면

1) 내담자의 자아정체감이 강해 동일화 작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J는 어릴 때부터 또래 집단과의 상호관계보다는 어른들의 세계에 친숙했기 때문에 자

신의 역할모델은 주위 친척을 비롯한 어른들이었다. 그래서 독서자료에 나오는 주인공

을 동일시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던 것 같다. J는 주인공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카타르시스 단계도 생략되고 통찰의 단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자

아정체감이 강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J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고 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충

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

다. 인성의 변화란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주인공

과상호작용하는것에서비롯되는데 J는그렇게하지못했다.

2) 내담자의 독서 방법이 학습독서에 치우쳐 있었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J는 책을 읽을때분석적으로읽는경향이강했다. 일반 교과 과

목 공부하듯이 중심내용 파악하기, 요약하기, 비판적 책 읽기, 주제 파악하기 등 전략적

으로 읽었으므로 책의 내용에 대한 파악은 뛰어나지만 흐름을 따라가면서 느끼지 못해

서 독서요법의 효과가 그다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

시하는다독상이나독서인증제그리고독후감발표대회와같은결과위주의독서에친숙

해져있는경향도마음으로내용을수용하는데장애가될수있었을것이다.

4.2.3  독서자료측면

1) 독서자료가 내담자의 독서수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J는 독서능력이 뛰어난 데 비해 K는 그렇지 못해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K의 수준에 맞춰 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용의

책이나 J의 독서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주로 다루게 되었고 J는 이를 시시하게 여겼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J의 경우 내담자의 독서수준에 맞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충

분한효과를거두지못했다고할수있다.



104 집단따돌림피해자를위한독서요법사례연구

4.3  추가적독서자료제안-J의경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숙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J는 발달단계상 사춘기를 겪고 있

다. 비록 J가 자아정체감이 강하다할지라도 이 시기가 어쩌면 J의 인성에 큰 변화를 가

져다 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J처럼 똑똑하고 성취동기가 강하며 독서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도 적합한 자료를 적용한다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인성의 변화가 나

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J의 독서수준과 성공 지향적이며 우월감이 충만

한성격을감안하여적용하면좋을자료를몇가지찾아보았다.

1) 오타니 준코, 『다이고로야, 고마워』, 구혜 역, (오늘의 책, 2001)

중증 장애를 지닌 원숭이를 자신들의 식구처럼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야기와 원숭이‘다이고로’와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은 책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

면‘자기와다르다’는생각만할뿐가까이다가설생각이없다는 J가 그들을자기와같

은 존재로 인식하기를 바라며,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사람과 동물 간에도 혼의 교

류가가능하다는것을알기를바라는마음에서선정하 다.

2) 윌리얼 골딩, 『파리대왕』, 유종호 역, (민음사, 2000)

핵전쟁이 발발한 위기 상황에서 소년들을 안전장소로 우송하던 비행기가 적군의 요격

을받아추락하여무인도에불시착한다. 만 5살에서 12살에 해당하는소년들은, 따뜻한

인간성과 양심을 지닌 지도자 랠프와 몰인정하고 권력지향적인 면을 지닌 잭의 대립을

지켜보며 생활해간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이 책을 J가 읽

으면자신의본성과내면을한번되돌아보는계기가될것이다.

3) 루이자 올콧, 『작은 아씨들』, 윤 춘 역, (신원문화사, 2001)

자신이소중히여기는머리카락을잘라판돈으로아버지의수술비를대는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다 성홍열에 전염되어 버린 베스 등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며 가족

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4자매의 모습은 오늘날 가족이 갖는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개인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핵가족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남독녀인 J에게 형

제간의우애를간접적으로체험하게해주는책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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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무소유』, (범우사, 1998)

난초를잘기르기위해관련서적을읽고비료를주고여름이면시원한자리, 겨울이면

실내온도를조절하는등애지중지해오던것을버림으로써비로소홀가분해졌다는법정

스님의‘무소유’는 많이 가진 것은 그 만큼 우리를 얽어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J는

자신의 단점이‘소유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 다.

이 책을 통해‘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더 큰 의미를 배

울수있을것이다.

5) 앤드류매튜스, 『친구는돈보다소중하다』, 김승옥역, (생각의나무, 1999)

무남독녀로사람들에게모든것을받기만했던 J는대인관계가원만하지못한편이다.

이 책은 좋은 친구 만들기 10계명을 알려주면서‘우정을 원한다면 너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자기가 아쉬울 때만 친구를 사귀고 그렇지 않

을 때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J가 친구라는 존재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지를 깨달을

수있을것이다.

6) 이철환, 『연탄길』, (삼진기획, 2001)

노숙자인 엄마는 아이만이라도 라면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컵라면 그릇에는 뜨거운

물만 가득 담아 아이를 안심시킨다. 실직으로 인해 당장 아기 분유값이 없는 주인공은

난로에땔연료가없어추위에떨고있는친구를대신해서친구딸에게줄곰인형과크

레파스를 산다. 각박한 세상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며 J의 무딘

감성이조금이나마바뀌기를바라면서선정했다.

7) 오 헨리, 『마지막 잎새』, 송은실 역, (소담, 1996)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잔시는 자신의 집 맞은 편 담에 붙어 있는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자신도죽는다는마음약한소리를한다. 그런잔시를안타깝게여긴베이건은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잎이 다 떨어진 담벼락에 기대어 마지막 잎새를 그

려넣는다. 그리고자신은폐렴에걸려죽는다. 조건없이남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베

이건을보면서 J의내면에변화가생기기를기대한다.

8) 장 희, 『내 생에 단 한번』, (샘터, 2000)

교수인저자는 B라는학생의 어회화성적을처리하던중필기시험은좋지만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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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아 성적확정에 고민을 한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부채를 팔고 있는

노인에게서 부채를 사는 B학생을 보고 A+를 주는데 그 이유는 어발음 제대로 하는

A+ 지성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A+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J의 목표는교수혹은의사이다. 어느 직업을갖게될지는모르지만

두 직업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J가 휴머니즘을 가진 교수 혹은 의사

가되길바라는의미에서이책을선정했다.

9) 생 떽쥐페리, 『어린왕자』, 정성호 역, (오늘, 1994)

이 책은‘왕자에게 장미꽃이 소중하게 된 건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

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순수와 우정,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자신이 직접 체

험한것만을믿는 J가마음으로보는게과연어떤것인지알게될것이다.

10) 최일도,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1. 2』, (동아일보사, 1995)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들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해주기 시작한 목사의 사랑은 헌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아

무리 신의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슴 밑바닥에 솟아오르는 사랑의 힘이 없다면 도저

히 불가능한 일인 것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J는 이해하게

될것이다.

5. 결론및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 2명을 연구 대상으로 매주 1회 1시간씩 총 20회의

만남을 통하여 독서요법을 실시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인성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명 모두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을 생각하

며 자기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 으나 독서요법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점점 남

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들

도책읽고난후책에나와있는대로하고싶다는말을하 다. 

두 내담자 중 K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J는 그렇지 않았다. 그 원인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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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K는 연구자와 래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되어 연구자에게 자신의 많은 것을 드

러내 보 고, 자기의 독서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의 단계를 거

치면서 자기치료를 하게 되었다. J는 연구자와 래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

으며‘자아정체감’이 강한 상태 으므로 독서자료에 나오는 주인공을 동일시의 대상으

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J의 독서수준보다 낮은 책을 적용하 기에 더더욱 효과가 반감

되었던것이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결론을내릴수있다.

첫째, 독서요법은집단따돌림피해학생의인성치료에도움을주었다. 이 연구를통해

한명은두드러진변화를가져왔고다른한명은그렇지못한결과를얻었지만결과적으

로독서요법이집단따돌림피해자의인성치료에효과가있다는것이입증되었다.

둘째, 효과적인 독서요법을 위해서는 독서요법의 원리 중 무엇보다도 동일화의 원리

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의 동일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카타르시스도, 통찰의 단계도 원활하지 않아 독서요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때문이다. 

셋째, 집단독서요법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친 감 형성 정도에 따라 독서요법

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K는 J에 비해 연구자와 친 감이 깊이 형성되어 독서요법

진행과정과 성과에 유리한 결과를 보았지만 J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므로 독서요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내담자와의 래포(rapport) 형성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독서요법을통해서독서습관을개선하는부차적인성과를거둘수있다. K는 독

서에 있어 흥미 중심의 편향 현상을 나타내었으나 연구자가 선정한 독서자료를 읽으면

서자연스럽게자신의독서흥미, 관심, 독서태도, 방법을개선하는성과가있었다.

다섯째, 본질적인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측면의 변화는 6개월의 독서요법으로는 부족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는 인성과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졌지만 J의 경우 행동에

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 같은 인성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않았다. 

여섯째, K와 J의 경우와 같이 이질적인 대상을 상대로 독서요법을 적용할 때는 차별

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가정환경이나 독서능력 등 내담의 상황을 분석하여 독서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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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일곱째, 독서요법을통해집단따돌림문제해결에사서(교사)와학교도서관은의미있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요법은 내담자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

는 과정이고 그 둘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은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이 효

과적으로할수있다는것이다. 이 연구는독서요법을적용해서학생의인성변화에도움

을 주었는데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양한

종류의 책 중에서 학생의 문제 유형에 맞는 적합한 책을 선별하여 선정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것이다.

이러한결론을바탕으로후속연구를위해서몇가지제언을한다.

첫째, 독서요법 실시 전 내담자들의 심리·정서적인 상태와 실시 후의 상태를 객관적

으로비교·파악할수있는진단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 왜냐하면결과의판단도구로

담임교사와의 면담, 독서요법 상담 기록, 연구자의 관찰을 사용하 으나 어디까지나 독

서요법의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일수있는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집단 따돌림 학생에게 적용할 자료 목록의 개발과 선정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

다. 최근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독서목록

개발은충분치못한실정이다. 독서치료의성과는독서자료에크게의존한다고할때적

절한 독서 목록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 따

돌림 문제의 독서요법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독서자료와 활용 사례의 개발은 무엇보

다중요한작업이라할수있다.

셋째,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서요법

에대한충분한연구와상담기법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독서요법의이론적배

경과 선행연구를 철저히 분석함과 동시에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선

행되어야만 독서요법 실시 중에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

를얻을수가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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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필1)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for the library of UC Berkeley. Their policy is that they devide

the employee into various levels according to professional differences; conduct

appraisal for employee’s performance regularly; maintain the standards for the

works; sugges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guarantee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 A new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for Korean libraries can be

made refering t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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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사가만사라는말이있다. 이 말을 도서관에적용한다면, 도서관의 운 은인사정책

을 잘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면 성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국내 도서관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는 바람직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해결할

수있는부분이많지않을까? 본고의관점은이러한단순한사고에서시작한다. 

여기서 국내도서관의인사정책은어떠한지살펴보고무슨문제점이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선진

도서관에서는 어떤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

는 국내 도서관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초점을 두고 후자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국내 도서관의 인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비교를 하거나 참고할 대상, 경우에

따라서는목표로삼을기준이필요할텐데이에유용한선행연구가되기위함이다. 이에

본고는 비교도서관학(comparative librarianship)의 입장에서 미국의 버클리대학(UC

Berkeley) 도서관을대상으로그곳의인사정책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버클리 대학은 세계적인 일류 대학 가운데 하나이다. 설치한 대학원 프로그램의 97%

가각분야에서미국내상위 10위 내에위치하며, 교수 가운데노벨상수상자는현직에

있는 8명을 포함하여 역대 18명이나 된다. 이러한 점은 대학의 명성과 학술 연구 활동

수준이 정비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훌륭한 도서관의 학술활동 지

원이있음을의미한다. 실제로 2003년도 ARL 회원도서관의종합순위는버클리대학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이어 종합 3위로 나타났다. 이에 의거, 대학의 명성과 대학

도서관의순위가정비례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버클리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사서와 면담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과 도서관의 홈페이지에는 경 에 관련한 많은 자료가 게재되

어 있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버클리 대학도서관

을조사대상으로선정한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한 용어 가운데 명사를 중심으로 어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원전의 어를한 로번역하면혼란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용어이다. 본고의독

자가 어를해득할수있는수준임을감안하여특정용어를원어그대로기술하는편이

의미를전달하는데도움이된다고판단하여그렇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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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조직

2003년 ARL 통계에 의하면, 연간 20만 책의 장서가 증가하는 버클리 대학도서관은

전체 장서수가 9,572,462책으로, 하버드 대학도서관(15,181,349책), 예일 대학도서

관(11,114,308책), 일리노이-어바나 대학도서관(10,015321책), 토론토 대학도서관

(9,755,704책)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구독중인 연속간행물의 종수는 81,121건으로

하버드 대학도서관(103,638종), 일리노이-어바나 대학도서관(90,147종)에 이어 3위

의순위이다. 단행본구입예산은 6,866,732달러로하버드대학도서관(약 900만 달러),

예일 대학도서관(약 860만 달러), 콜롬비아 대학도서관(약 710만 달러)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연속간행물 구입비는 9,314,012달러로 미시간 대학도서관(약 1,200만 달

러), 하버드 대학도서관(약 1,000만 달러)에 이어 3위이며, 제본비의 경우는

1,174,906달러로전체 1위를점하고있다.

그리고도서관직원은 Professional Staff 120명, Support Staff 348명, 합계 468명

으로하버드대학도서관(1,169명), 예일대학도서관(591명), 펜실바니아주립대학도서

관(562명), 토론토 대학도서관(548명), 미시간 대학도서관(497명), 텍사스 대학도서

관(476명)에 이어 7위에해당하는인력을보유하고있다. 여기에학생보조원 188명(풀

타임 환산)이 더해져 전체 인력 656명이 교수 1,387명, 학부생 29,400명, 대학원생

7,114명에게봉사하고있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인 Doe Library과 Bancroft Library, Moffitt Library, East

Asian Library 외에 22개의 분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관장은 University Librarian으

로 불리우며, 방대한 조직을 경 하기 위하여 비서실인 Librarian’s Office, 관장의 자

문기관인 Administrative Group과 Cabinet의 조직을두고있다. 각 조직은다음과같

은기능을한다. 

1) Librarian’s Office : Library Analyst, Administrative Assistant, Office

Manager, Library Business Services Director 외에여러부서의 Director가 함께

일을한다. 

2) Administrative Group : Cabinet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도서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필요한우선순위를정하고행동을명하는상위행정기구이다. 이곳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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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다음과같은데, 대개는 Cabinet 위원을겸한다.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and Director : Collections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and Director : Doe/Moffitt Libraries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and Director : Public Service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and Director : Technical Servie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Director : Library Technologies 

Director : Library Human Resources

3) Cabinet :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쟁점을 논의하며, 도서관의 우선순위에 대해 자문

하는상위정책결정기구이다. 역사적으로, 캐비넷은예산상의우선순위를결정해왔

으며 도서관 운 관리보다는 정책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또한

Administrative Group의 운 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위원은

Administrtive Group 위원외에다음과같은부서장이나분관장이추가된다.  

Director : The Bancroft Library

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 and Director : East Asian Library

Library Development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등

이러한경 조직개념에서구성한조직도는다음그림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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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버클리대학도서관조직도

(http://www.lib.berkeley.edu/Staff/toplev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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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학도서관처럼직원이많은대규모도서관에서는 Library Human Resorces

Development(이하 LHRD라 칭함) 같은 인사부서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LHRD는 대학의인사부서에서수립한기본적인인사정책을따르면서상호간에협조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Doe Library에 위치하고 있는 LHRD는 도서관과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립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수와 직원을 포함한 내부

고객에게 모집, 고용, 급여, 보험, 교육 등 인사에 관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임무로하고있다. 이러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한다.

도서관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전체 인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모든 업무에 효과

가나타나도록한다.  

인력을양성하고기회, 계발, 잠재능력, 변화에대하여열린마음을강조한다.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인력을 활용한다는 확신을 다른 도서관 관리

자들이갖도록한다.  

잘 훈련되어 생산성이 높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협조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환경

을조성한다.

도서관이성공하도록지원하는인사정책과프로그램을수립하고이를수행한다.

도서관직원이문제를긍정적이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한다.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LHRD의 직원은 도서관의 전체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

비스를제공한다.

건강, 치아, 시력, 장애, 생명보험, 퇴직, 연금, 대여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관련한상담및행정업무를수행한다. 

직무 분류, 직무 부여, 인사이동, 승진, 보상프로그램, 인턴십 관련 업무를 수행

한다.

개인신상에관련한문제해결을위하여대학내자원지원을알선한다.

직무경력개발어드바이스와상담을한다.

다양한 훈련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을 포함한 능력 개발 서비스를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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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정책, 노동조합과의단체협상에관련한자문을제공한다. 

고용과휴가기록등을관리한다.2)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LHRD는 업무분장을 다

음과같이하 으며, 각각의업무에대하여 1명씩배정되어있다.  

Director(1명)

- Academic Personnel(1명)

- Academic Recruitment, HR Systems(1명)

- Staff Personnel, Employee Relations, and Classifications(1명)

- Employment, Compensation, Payroll(1명)

- Benefits, Employment(1명) 

- Service Records, Leaves, HR Systems(1명)

- Student Emplyment Services(1명)

- Training & Staff Development(1명)

- Office Manager(1명)3)

3. 인사정책

버클리 대학도서관에서는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여 도서관에 공헌하고 다른 직원에게

교훈이 되는 사서에게 옷깃 핀과 카드, 트로피를 수여하는 Library Stars Program제

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핀과 카드는 개인의 예로 삼아 이를 구히 소유하

며, 트로피는 한 달간 보유한다. 그 한 달 동안 다음 사람을 선정하고 제도 운 담당자

에게 메일을 보내 카드에 적힐 내용을 알린다. 그러면 동일 문구가 적힌 카드가 다음 선

정자에게 발송된다. 트로피 보유자는 말일에 다음 사람에게 트로피를 전달할 이벤트를

2) http://www.lib.berkeley.edu/LHRD/abouthrd.html 

3) http://www.lib.berkeley.edu/Staff/org_lh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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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한 회에 5명, 1년에 60명이 선정되는데, 매달 수령자 명단과 선정 사유가 대

학 신문과 웹(http://www.lib.berkeley.edu/Staff/OrgDev/libstars.html)에 게재되

어해당자를치하하고널리홍보하고있다.4)

위와 같은사례는버클리대학도서관의다섯가지기본적인인사정책즉, 전문성에따

른직급의구분, 정기적인업무수행평가, 업무수행의표준화, 교육지원, 그리고건강과

안전보장이실현되는가운데부수적으로시행되는프로그램이다.   

3.1 직급구분

ARL에서는도서관직원을 Professional Staff와 Support Staff로 구분하고있다. 전

자에 대하여 윤희윤은 전문직원이라고 칭하면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내린 정의를 제시

하 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교육 및 인력활용 설명서>는 전문직원(professional staff)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 다. 전문직원은 도서관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독창적이고 창조적 해결방안을

공식화하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며, 이용자에게 제공할 도서관 자료 및 봉사의 성공적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관리하는데 근거가 되는 특수한 배경 및 교

육을요구하는직무를수행하는직원이다. (윤희윤, 2002, p. 177.)

한편 버클리 대학에서는 대학 직원을 Academic Staff와 Support Staff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대해서는 Academic Appointee라고부르며, 다음과같이정의하 다. 

Academic appointee는 다음의한개이상에종사하는사람이다 : 교수, 연구, 공공서비스,

대학의 교수와 연구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여기에 포함된 그룹은 학사

행정가, 학생직원, 의사, 연구소직원, 계열기관직원및사서5)

4) http://www.lib.berkeley.edu/Staff/OrgDev/libstars.html 

5) http://www.ucop.edu/acadadv/acadpers/apm/apm-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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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대학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사서(Librarian series)와 보조직원(Library

Assistant)으로 구분하고, 사서를 위와 같이 Academic Appointee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서는 Librarian, Associate Librarian 그리고 Assistant Librarian으로 구분

하며 이 세 가지 직급을 통칭하여 Librarian Series라고 한다. Academic Personnel

Manual에 의하면, Librarian Series에 대하여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Librarian Series는 교수, 연구 그리고공공서비스기능을지원하는도서관에서전문서비

스를제공하는 academic appointees이다. 여기서말하는전문서비스는다음과같다. 

① 자원의선정및개발

②장서의서지통정및이용을위한조직화

③레퍼런스와어드바이스서비스

④특수(specialized) 정보시스템의개발과적용

⑤도서관행정과관리

⑥위와관련한연구6) 

Librarian Series를 채용할 때는 모집 대상을 대학 내로 한정할 필요가 특별히 있지

않는 한 대학 밖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직 중인 자가 다른 업무 혹은

상위의 직위로 옮기고자 하려면 이때 외부인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모두는 해

당 업무에 대한 능력, 지식, 경험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 가운데는 미국도서

관협회에서 인정한 Library School의 학위를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학위나 동

등한 경력을 가진 자도 채용될 수 있다. 지원자는 다음 1)은 필수, 2)∼4)는 선택적으

로고려된다.

1) 대학내에서발휘한전문직으로서의능력과서비스의질

2) 대학외부에서발휘한전문직으로서의활동

3) 대학과공공에대한서비스

4) 연구및기타창조적인활동

6) http://www.ucop.edu/acadadv/acadpers/apm/apm-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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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심사할때는이러한기준에의거하되융통성있게대처한다. 선발된 자는직

급에따라다음과같은시용기간동안근무하면서평가를받아야한다. 

Assistant Librarian은 처음 6년 이내의 시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 전문직 능

력, 업무성과 및자질에대하여정기적으로철저한평가를받는다. 승진됨으로써정

식신분이되며, 승진을못하면그만두어야한다. 

Associate Librarian에 임용된 자는 2∼4년간의 시용기간 동안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정식 Associate Librarian이 된다. 시용기간이 지나서도 정식직원이 되지 않

으면그만두어야한다. 

Librarian으로 채용된 경우 3년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Librarian으로 되기도 한

다. Associate Librarian에서 Librarian으로승진할경우정식신분은그대로유지

되는데, 이러한내부승진이반드시보장되는것은아니다.

Library assistant는 자격, 기술이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한정된 자로서

ARL에서 지칭하는 Support Staff이다. Librarian Series에 해당하는 자의 책임 달성

을 위하여 고용되며, 그들의 감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Library Assistant에도 직

급의 구분이 있다. 감독범위,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관리사항의

수준에따라낮은순위의 1급에서부터 5급까지로분류된다. 

3.2 업무수행평가

모든직원은업무수행평가를정기적으로받는다. 합당한 사유가있는경우평가는연

기될수있다. 평가 행위는관리자혼자만의일이아니라피평가자가공동으로참여함으

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 과정을 지침으로 제작하여

이에따르도록하고있다. 

이 업무수행 평가는 직원과 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공식적인 개인 신상

파일의 일부이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논해지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

은아니다. 평가는업무수행의특정분야, 목표, 기준그리고그것들을위해직원이취한

과정, 그리고 미래의 목표와 자기 계발도 대상으로 한다. 관리자는 대학에서 지정한 업



도서관 Vol.59 No. 2(2004년여름호) 121

무수행평가양식을사용하거나사정에맞게개발한것을사용할수있다.7)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에 견주어 점수를 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버클리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업무수행평가 기

준에대해서는, 대학의 인사부서인 Office of Human Resources에서 제작한 Guide to

Managing Human Resources의 Chapter 7: Performance Management에서 다음

과같이특성을제시하고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즉, 자질, 능력이 있으면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면 필요한

자원을가지고완수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 

업무수행으로도달할수있는수준을기술해야한다. 

양, 질, 시간, 비용, 효과, 수행태도, 방법등으로표기되어야한다.

업무수행에관련한데이터를수집하여표준에따랐는지측정한다.  

여기서사용하는평가기준을나타내는용어를설명하자면,  

양 : 일정한기간이나시간에얼마만큼의일을하는지나타낸다.

질 : 작업이얼마나잘완수되는지그정확성을나타낸다. 

적시성 : 질문에대하여언제답변을하는지나타낸다.

자원이용의효과성 : 작업에얼마의비용과자원이투입되었는지나타낸다.

노력의효과 : 궁극적으로얻어지는효과를기술한다. 

업무수행태도 : 다른직원과의협동등, 업무를수행하는데수반되는행위에

대하여기술한다. 

과업수행방법 : 작업을완수하는절차, 룰이합당한지등의조건들을기술한다.

도서관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 하에서 성이 A-M으로 시작하는 직원은

6월15일까지, 성이 N-Z으로 시작하는직원은 11월 15일까지 평가를수행한다. 평가는

7) http://hrweb.berkeley.edu/manage/requir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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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로이루어진다. LHRD에서는평가작업시작 3개월전에피평가자에게연락을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며, 평가

준비는다음과같이한다.

1) 관리자와직원간에협의를하여상호편리한날짜와시간을정한다. 프라이버스를

침해당하지 않고 면담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회의실이 바람직하며, 충분히 논의

할수있도록 1시간내지 1시간 30분정도의시간을배정한다. 

2) 다음과같은자료를준비한다.

직무기술서와업무수행기준

마지막평가시세운목표

업무규정과절차

개인문서, 노트

이용자나동료와의피드백이나편지

근래이수한교육관련메모

과거의업무수행평가

3) 직원에게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사전에 받아 평가에 참

고한다. 또한 관리자의 평가서 초안을 직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하게 한 후 평가에

임하도록한다.  

4) 평가양식을기입하기전에다음을기억한다. 

담당업무를기술한다.

직원이잘한일을고려한다.

직원이개선해야할것이무엇인지고려한다.

직원이더나은일을하도록관리자가도와줄것이무엇인지고려한다.

5) 피해야할사항

선호하는 직원 혹은 이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직원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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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환경에비해서낮게평가하는경우

최근의일로전체를평가하는경우

일부특정업무성과로모든직원을평가하는경우8)

효과적인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면담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지침서를 개발하 으

며9), 관리자가면담시직원의반응에대하여취하는요령도제시되고있다10). 면담이끝

나면 평가서에 관리자와 직원이 사인을 하는데, 이는 직원이 평가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견이 있는 경우 직원은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다. 직원에게 복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은 직원 개인의 신상 파일에 들어간다.

관리자와 직원은 다음 평가 때까지 업무수행 목표와 표준에 대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피

드백과정을거친다.11)

3.3 업무수행표준화

업무수행평가를하기위한기준이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제시되었다. 그러한 기준

을적용할업무자체가표준화되어있다면평가를위해측정하기가용이할것이다. 또한

분관이 많기 때문에 일관된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버클리 대학도서관은 다

음과같이표준화된업무수행기준및목표, 그리고매뉴얼을개발하 다.   

Bancroft 정리업무(Bancroft Library) 

: http://www.lib.berkeley.edu/Staff/BANCTS/ 

Engineering Library 학생열람매뉴얼

: http://www.lib.berkeley.edu/Staff/engicirc / 

GLADIS 단행본유지관리매뉴얼 (GMM) 

: http://www.lib.berkeley.edu/AboutLibrary/Staff/GMM/ 

8) http://hrweb.berkeley.edu/manage/preappraisal.htm 

9) http://hrweb.berkeley.edu/manage/conducting.htm 

10)  http://hrweb.berkeley.edu/manage/handling.htm 

11) http://hrweb.berkeley.edu/manage/followu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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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s Manual (PSM) :

http://www.lib.berkeley.edu/Staff/PS/PSM/  

기본적인신과학기술수준 :

http://www.lib.berkeley.edu/Staff/Performance/lisguide.html

도서관보안운 매뉴얼 :

http://www.lib.berkeley.edu/Staff/Security/operatingmanual.html

비상대책 :

http://www.lib.berkeley.edu/AboutLibrary/Security/ 

사서와교수의의사전달 - 가이드라인및방법 : 

http://www.lib.berkeley.edu/Staff/Performance/liaison.html 

업무처리매뉴얼 (BPM) :

http://www.lib.berkeley.edu/Staff/BPM/ 

연체료및변상액처리시스템 (CARS) :

http://www.lib.berkeley.edu/CARS/ 

열람서비스의목표 :

http://www.lib.berkeley.edu/Staff/PS/Circ/ 

열람서비스이용자매뉴얼 :

http://www.lib.berkeley.edu/AboutLibrary/Staff/CircMan/

장서개발정책및절차 (CDP) :

http://www.lib.berkeley.edu/AboutLibrary/Staff/CDP/ 

전시매뉴얼 :

http://www.lib.berkeley.edu/Staff/Exhibits/exhibman.html

참고업무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 : 

http://www.lib.berkeley.edu/Staff/Performance/refguide.html 

위에 열거한 것 가운데 참고업무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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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퍼런스상호작용

면담요령

자료확인및도움제공

자료제공

2) 자원, 장서및정책에대한지식

3) 도서관/부서서비스및정책에대한지식

4) 리퍼럴서비스

5) 자세와태도

6) 동료와의상호작용12)

업무처리 매뉴얼인 BMP은 연속간행물, 단행본, 수서, 편목, 자료보존, 배가 등의 업

무에 대하여 분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 참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는 처음에 Branch Processing Manual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었는데, 이를 더 개발하

여 Berkeley Processing Manual로 타이틀을 변경하 다. 사서와 교수 간의 커뮤니케

이션을 증진하기 위하여 요령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여러 매뉴얼 가운데 내용이 가장

간결하다. 이것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사서가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보장하는의도가있다.  

3.4 교육지원

사서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 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업무수행평가와관련하여생존전략차원이기도하다. 한편유능한직원을많이확

보한 도서관은 그 만큼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많은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직원 교육에 대해 보이는 관심의 정도는 도서관장인

Tom Leonard의 발언에서알수있다.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 체계화, 해석하도록 직원을 성장시켜야 한다.

도서관은모든직원이 업무에관련한기술과승진기회를향상시키는교육및개발프로그

12) http://www.lib.berkeley.edu/Staff/Performance/refguide.html 



126 미국버클리대학도서관의인사정책

램을최대한활용하길권한다. 

관리자들은도서관의다른기본적인일을손상시키지않는한최대한직원에게교육기회

를제공해야한다. 도서관 경 은조직의모든수준에서이교육이순조롭게이루어지도록

자원을제공하는데최우선순위를두고있다.13)

위와 같은 정책 하에서 직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LAUC 및 SDC를 통

한지원, 멘토링, 교육을위한장기휴가실시등을들수있다. 

3.4.1 LAUC 

버클리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속하는 전체 대학의 도서관 사서가

결성한조직인 LAUC(Librarians Associat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일

원이 된다. LAUC는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인데, 회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버클리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LAUC의 버클

리지부에소속하게되는데, LAUC 전체 혹은지부자체로부터연구및교육출장, 세미

나활동지원을받는다. 자체홈페이지는 http://www.lib.berkeley.edu/LAUC/이다.  

LAUC는 매년 개인에게 여행과 연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기금이 부족할 경

우도서관에서일인당약 600달러를 지원한다. 사용하지않은금액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이월되지않는다. 사서 외의 다른전문직들은도서관에서 600달러를 지원받는다.

여행이나연수에대한허락은사전에받아야하며, 지원금으로는경비가운데임의로사

용할수있다.14)

3.4.2 SDC 

SDC(Staff Development Committee)는 직원이 교육 및 직무능력 개발에 관련한

활동을하기위하여필요한기금을신청할때이를심사하는이사회이다.15) 직무능력 개

발관련활동은기술, 지식, 자질을개발하고, 추가적인과업이나포지션을위한준비혹

13) Tom Leonard, March 01, 2002. Library Policy on Staff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http://www.lib.berkeley.edu/Staff/stafftraining.html 

14) http://www.lib.berkeley.edu/Staff/lwop.html  

15) http://www.lib.berkeley.edu/Staff/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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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무에 관련된 기술 동향을 배우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현재의 포지션 관련 교육

의경우부서의책임이기때문에 SDC에서는지원하지않는다. 개인적으로참가하는행

사에서도서관을대표하는경우도서관예산에서비용을지원하기도한다. 그럴경우양

쪽에서의지원수준을결정하기위하여 SDC와 도서관관리자가협의한다. 파트타임직

원이라도 일주일에 평균 20시간을 근무한다면 SDC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직도 정

규직과같은기준으로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16) 지원금수준은사안별로결정한다. 

3.4.3 멘토링프로그램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은신입직원이도서관시스템에쉽게익숙해지도록하는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열람서비스 담당직원들이 요구한 데서 만들어졌다.

Circulation Services Group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Mentoring Program

Subcommittee를 2001년 6월에 구성하 다. 그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위한 초안을 작

성하고 시행절차를 권하는 책임을 진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직원에게 두 명의 경력

있는 직원을 짝짓게 한다. 이러한 비공식 관계를 통하여 신입직원은“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친구”가되는사람으로부터도움을받게된다. 이런방법으로프로그램은신입직원

이학습과정에서도움을받고분산화된복잡한환경속에서도서관가족의일원이되도

록도와준다. 이러한멘토링의이점은다음과같다.

노련한직원의지식과경험을신입직원에게전수한다.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감사하다고 이해시킴으로써 업무수행을 동기화하고 개선

시킨다.

협동분위기를창출함으로써멘토들을강화하고재충전시킨다. 

일관되고 훌륭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도서관 전체의 열람직원의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멘토링프로그램의목표는다음과같다.

16) Staff Development Committee, 2003-2004 Leave and Funding Guidelines, 

http://www.lib.berkeley.edu/Staff/SDC/sdc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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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열람담당신입직원을위한부드럽고 일관된오리엔테이션을실시한다.

신입직원에게지원이잘되는교육환경을제공한다.

신입직원을버클리대학도서관시스템의일원으로동화시킨다.

캠퍼스의복잡한웹을항해하는데필요한도구와자원을신입직원에게제공한다.

신입직원과경험이미천한직원에게중견직원의지식과경험을공유하게한다.

모든도서관과직원간에아이디어교환과토론을활성화한다.

버클리대학에서도서관열람직원의수준을향상한다. 

멘토링 프로그램메뉴얼에는용어정의와역할, 멘토와 멘티를위한가이드라인, 멘토

링 프로그램의 일반 원칙, 시행방법, 프로그램의 범위와 평가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열람 서비스 체크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업무 내용, 인사부서와 직원

으로서의혜택, 휴가, 오리엔테이션, 직무분류, 업무수행평가스케줄, 대학뉴스레터, 대

학직원, 열람서비스그룹, 연수자원등인력관리에관한사항이나열되어있다. 업무에

대해서는서가관리와배가등자세한업무내용이나열되어있다.17)

3.4.4 교육을위한장기휴가

전문직의 개발과 교육을 위한 무상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California

Digital Library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인 보직을 수행하기 위하

여,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에

서는다음과같은가이드라인을적용한다.

관장과 Administrative Group은 휴가신청자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 인력, 업무부담을

고려한다. 휴가신청은 3개월전에해야한다. 도서관외부의다른기관에 구적인보직을

얻기위하여응모하는직원에게는휴가신청이허용되지않는다. 4개월이상휴가를받는

직원은부서의사정상복귀후휴가이전과같은곳으로복귀하지못할수도있다.  

휴가 신청자는 먼저 부서장과 상담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휴가는 관장과

Administrative Group에의해허가받지못할수도있다. 4개월이상의장기휴가는관장

의허락을받아야한다. 4개월이하의휴가는Administrative Group에서허락한다.18)

17) http://www.lib.berkeley.edu/Staff/Circ/mentor_circstaff.pdf

18)  http://www.lib.berkeley.edu/Staff/lw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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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강및안전보장

직업병이나 건강보호에 관련한 법규에 따르면서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 정책이다. 이에 도서관에는 시설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Library Safety Committee를 구성하고, Library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IIPP)을 수립하 다. 

관장은 IIPP를 실현하고 모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권한과 책임을 일차적

으로 지고 있다. The Library Safety Committee는 IIPP를 유지, 갱신하고, 부서에서

법규와 캠퍼스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평가하고, 시정 행위를 조

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분기별로 만나며, 여러 도서관과 부서의 대표자

로구성된다. 위원은정기적으로순환한다. 불안전한상태가즉시시정되지않으면대학

의 Building Manager and the Safety Committee 멤버에게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된다. 위원회에서는불안전한상태에관한보고서, 작업장조사보고서, 부상 보고서

등을 받으며, 작업장의 위험요소가 시의적절하게 시정되는지 추적한다. 도서관의 각 부

서관리자들은해당부서의 IIPP를실현하는데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직원에게대학의안전에관한정책을전달한다. 

작업장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그에관한기록을문서로남긴다.

확인된위험요소를즉시시정한다.

안전하고건강한업무방식을모방하고강화한다.

안전교육과개인보호장비를제공한다. 

작업장위험요소를제거하거나통제하는방법을시행한다.

다른사람에게위험을초래하는업무를중단시킨다.

직원이건강과안전문제를안전위원회에제출하도록독려한다.

또한 관리자는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구급조치를 취하고 인사부서와

함께직업병인지확인하고보상조치를취한다. 관리자는사고원인을조사하고이를시

정할책임이있다. 관리자가발견한사실과시정활동은문서에기록되어야하며안전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학의 안전담당부서에 의뢰

한다. 안전위원회는 각 사건들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가 철저하고 시정활동이

완료되었는지확인한다. 아울러직원건강과안전교육을실시한다.19)

19)  http://www.lib.berkeley.edu/Staff/Safety/iip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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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는말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을 전문가가 경 하고 서비스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

다. 특히 장서개발, 장서의 서지통정 및 조직화, 레퍼런스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관리, 도서관행정의네분야를전문성이높은곳으로간주하고있다. 이에다수의전

문가 그룹이 형성되고,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자질이 낮

은직원들이배치되는인력형태를취하고있다. 

버클리대학도서관에서는자질과책임범위에따라전문사서를 Assistant Librarian,

Associate Librarian 그리고 Librarian의 3직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Library Assistant의 경우 5개의 급수로 구분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신

입직원은시용기간동안철저한검증을거쳐정식직원이되며, 정식직원도정기적으로

직무수행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분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업무수행 결과가 계량화되도록 표준화되었으며, 매뉴얼

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건강과안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보장되고있다. 

이러한 인사정책을 통하여 훌륭한 사서가 채용되어 실력을 발휘하고, 이로써 도서관

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이 결과 학술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학의 명성이 올라간

다. 이에 대학 당국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버클리 대학도서

관의 직원 수는 1990년에 Professional Staff 173명,  Support Staff 348명, 총 521

명이었다. 그런데캘리포니아주의재정난으로예산이감축되는어려움으로 2003년에는

Professional staff가 120명, Support Staff가 348명, 총 468명으로조정되었다. 인력

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는 위와 같은 인사정책에서 비롯되

고있다고할수있다. 

국내 도서관은 설립 역사가 아직은 미천하고 사회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외국의 선

진 도서관처럼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

회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

관의 발전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인사정책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에버클리대학도서관의인사정책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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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도서관 인력개발업무를 담당하여 각종 인사정책

을개발하고이를수행하는전문직원이나부서를둔다. 이를 통하여각각의업무에해당

하는전문성수준과책임범위를결정하고, 모든직원을대상으로경력관리와교육기회

를제공한다. 전문성과책임의범위에따른보상제도는필연적이다. 충분한시간이경과

하면 지원과 심사를 통하여 각 업무별로 적격자를 지정한다. 또한 업무를 개선하는 데

문제가무엇인지파악하기위하여, 성과에대한보상근거를얻기위하여업무수행평가

제도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 관련 작업을 철저히 하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 직원들이 이에 대비케 한다. 이외에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

을 추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도서관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모기

관의이해와협조가전제되어야하므로전략을잘수립하여실천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 관련한 정보는 StaffWeb(http://www.lib.berkeley.edu/Staff/)

에서 대부분 입수하 다. 이 과정에서 버클리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지식관리의 수

준이높다는사실을새삼깨닫게되었다. 도서관의정보공유개념이여기서도확인된셈

인데, 이러한점에대해서도국내의도서관이본받기에부족함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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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

윤동원1)

〈Aba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electronic communication media can

be used in the searching information part. For this study, we selected two e-mail

services, ‘Searching Information’and ‘Suggestion Board’, in the homepage of a

library and analysed special features of questions which is sent by users in these

services. After then, we will reflect the results in our business and sugges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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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In the result of analysis, ‘Searching Information’has been used properly

according to initial purposes.

But, it is necessary to make counterplans in order to lead more student’s and

citizen’s participation. Fo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se services, it is needed to

inform more people of these services through various media and provide them with

more useful services.

1. 서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의사소통방식도 그에 따라 다

양하게바뀌어가고있으며디지털도서관환경으로변화되어가는대학도서관에서도시

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

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대면방식이나 전화 또는 서신에

의한의사표현이었다고한다면디지털도서관환경에서는과거의방식뿐만아니라전자

우편이나전자게시판등을통해서도이용자의요구사항이도서관에전달되는방식을사

용하게되었다2)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풍부한 전자정보원의 접근과 이용을 촉진시켜 주었을 뿐만 아

니라, 사서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우편이

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정보 서비스(Electronic Reference Service)의 도입은 이

용자로 하여금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이용자 교육

서비스를원격으로접근할수있도록해주었다.

전자우편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

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의 한 유형으로서 이용자와 사서 상호간의

소식, 질문과답변, 의견제안과토론등각종정보를자유롭게공유할수있는커뮤니케

이션 매체이다. 기존의 통신 수단과 비교하면 경제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며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서관 메일링 역시 새로운 변화를

2) 조인숙, 김 미, “신학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 요구와 도서관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제14권 1호, 2003. 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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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준주요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인식되고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우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사서들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

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적시에 해결해 주어

야하는정보서비스 역의사서들에게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1.1 연구의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도서관 운 에

반 함으로써 도서관 정보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

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3개의 메일링 중 [정보검색서비스]와 [건의함]을 선정하여 질문

유형에나타난특징과문제점을분석해보고개선점을찾고자한다.

1.2 연구의방법

먼저이론적인 면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이 도서관에 미치는 향에 대해 알아본

후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하고 도서관의 홈페이지 개발현황과 내용, 정보검색서비스와

건의함에나타난구체적인현황을분석해보고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검색서비스 메시지는 홈페이지를 개편한 2003년 11월 17일부

터 2004년 5월말까지 정보검색서비스에 올라 온 총 43건을 대상으로 하 다. 건의함

메시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1년 동안홈페이지의건의함에올

라 온 총 340건의 건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대상으로 하 다. 구체적으로는 목록의

제목과 내용을 분석하 으며, 분석 자료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목록과 답변한 데이

터파일을근거로하 다.

2. 이론적배경

2.1 커뮤니케이션과도서관환경의변화

인류역사의발전과함께정보기술도발전하여왔다. 특히 인터넷의등장으로정보커

뮤니케이션 역에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이 접목되었으며, 이로써 도서



136 홈페이지에나타난이용자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용 미국 국가 표준 정보검색 응용서비스 정의 및 프로토콜사양

(Information Retrieval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nd Protocol Specification)인

Z39.50은 미국국립정보표준화기구(NISO :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1988년에 최초의 표준(Z39.50-1988 혹은 버전 1로 불림)이 발표되었으

며 1992년에 개정판 (Z39.50-1992 혹은 버전 2로 불림)이 나왔다. NISO는 미국 국립표준원

(ANSI)으로부터 도서관, 정보산업, 출판계와 관련된 각종 표준화 개발을 위임받아 여러 가지 표

준을 만들고 있다. Z39.50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내의 도서목록 데이터 검색에 관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이다. Z39.50은 인터넷에서 도서관장서의 OPAC을 검색하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서로

다른OPAC들을하나의연합된OPAC으로결합시키는데에도사용된다.

관의커뮤니케이션방법에도많은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떠한 주

제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이다. 컴퓨터 통신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

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교환 매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채팅 등이 있으며, 전자우편

은 광범위한 지역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용, 상용 시스템들이 운 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전자게시판에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주민, 또는

다른 지방, 해외의 이용자들까지도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동

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토론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업무

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받을수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도서관에도 적용되면서 도서

관의서비스환경이급속하게변하고있으며, 인터넷등각종네트워크가도서관자동화

에지속적인 향을미치고있다. 네트워크로연결된도서관들의OPAC(온라인공동자

동화목록)시스템 탐색을 위한 정보검색 표준 프로토콜인 Z39.503)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원문(Full-Text)제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를이용한도서관업무의자동화와커뮤니케이션의발달, 도서관봉사의네트워크화, 자

료의 전자화에따른이용자층의확대는도서관과이용자사이의상호작용을증진시키는

요인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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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이도서관에미치는 향

정보사회란 사람들의 주요 활동이 정보기술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정보기술

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소자기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처리 기술, 위성통신과 광통신

으로대표되는통신기술의복합체라할수있다. 정보기술은엄청난사회적대변혁을초

래하고있으며, 사람들의삶에압도적이고포괄적인 향력을행사하고있다. 

현재까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분야는 바로 정보관련 분야

이다. 기존정보관련산업이라면신문, 방송, 출판, 도서관과같은분야가주로정보산업

분야의 일을 맡아 해왔다. 인터넷이 바로 이런 정보관련 분야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신문이 활성화되었고 인터넷 방송, 웹 출판 등이 정상적

으로 운 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수많은 도서관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하나의 커

다란 가상도서관을 이루게 되었다. 이 가상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의

각종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바로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에게

새로운정보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많은변신을요구하고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변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사회

의핵심기구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는부분이많다. 예를들어참고

봉사, 열람, 상호대차, 원문복사 등을 비롯한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 기능을 비롯하여 수

서, 목록, 도서관 경 에까지 모든 면에서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경

과같은것들이다. 

2.3 선행연구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으로는 김태균4), 김형규5), 이원재6) 가

4) 김태균, 『정보원으로서의 전자게시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대학원경 학과, 1999.

5) 김형규, 『대학도서관의 전자게시판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

과, 1999.

6) 이원재, 『전자게시판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

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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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김태균은 전자게시판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했을 경우 장점으로, 그 내용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며 서로의 상호검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는점과, 매체의특성상정보의저장이가능하고다수대다수의의사소통이가

능하다는점을들었고, 단점으로는일종의익명성상태가나타나며, 자유롭게그리고극

단적으로 발언하는 경향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등

을들고있다. 김형규는홈페이지게시판이웹기반의도서관에서이용자교육의보조도

구로, 도서관의공지사항의전달도구로, 이용자의건의사항수렴의도구로, 온라인정보

조사제공의 도구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원재는 쓰는 양보다 읽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거나, 비동시성에 대한 특징으로 이용

자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피력한 부분은 지금의 상황을 잘 설

명해주고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컴퓨터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가상의 공

간에서까지컴퓨터를이용한의사소통이가능하게되었으며, 도서관에서이용자의의견

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자게시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이 조

사되었다.

3. 도서관의전자우편을통한정보제공

3.1 전자우편의기능

전자우편이란 통신망에서 사용자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이다. 이 기능을 통해

원격지에있는다른사용자와각종문서나파일들을자유롭게주고받을수있다. 전자우

편은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의 하나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

는기능은다음과같다. 

1) 문서형태의파일을전송할수있다

2) 보내준편지에대한답장을전송할수있다. 

3) 자신이받은편지를제3자에게전송할수있다. 

4) 다수의사용자에게동일한편지를전송할수있다. 

5) 문서이외의파일을전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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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일링리스트에가입할수있다. 

7) 특정정보를제공하는서버로부터정보를조회할수있다. 

3.2 전자우편의장점

전자우편의장점은받는사람이컴퓨터를켜놓지않더라도우편을받을수있으며, 가

격이 저렴하고 여러곳으로동시에우편을보낼수있는점등을들수있지만무엇보다

도중요한것은상대에게전달됨에있어수초혹은수분밖에걸리지않는다는점이다. 

전자우편과 전자자료 교환은 전자서류의 중계단계에서 메시지를 일단 축적한 후 전송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우편이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비해 전

자자료교환은컴퓨터가자동으로판독할수있는일정한구조를가진메시지형태의서

류를교환한다. 또한 전자우편이사람간의통신인데비해전자자료교환은컴퓨터간통

신이라고볼수있다. 

3.3 전자우편을통한정보제공

도서관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참고질의, 면담, 해답 제공 등 정보서비스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

에서는필요한정보를신속히받아볼수있어만족할수있고도서관의입장에서는이용

자 만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전자우편을 통하여 도

서관과이용자사이에시·공간의장애를극복하고즉각적인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도

서관서비스의질을한층높일수있다.

4. 도서관의홈페이지개발과구성

4.1 도서관홈페이지개발

도서관에서는인터넷을이용한전자정보서비스구축을위하여 1998년 1월 홈페이지

제작 계획에 착수한 후 개발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199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 다. 그 후 검색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들에게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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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2003년 9월홈페이지의개편작업에착수하여동년 11월 17일부터개편된홈페

이지를이용하여본격적으로서비스를시작하고있다.

4.2 홈페이지의구성및내용

4.2.1 홈페이지의구성

One-click service로 개편

사용자위주의 Interface를 제공

자주사용하는메뉴중심으로개편하여접근의용이성확보

4.2.2 홈페이지의내용

[그림 1] 홈페이지의내용

* Sub page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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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정보검색서비스의현황분석

5.1 정보검색서비스의개요

도서관에서는 우리대학의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교육, 연구 및 학습에 도움을 주

고자홈페이지에 [정보검색서비스]코너를신설하여운 하고있다.

이용대상 : 우리대학의구성원및지역주민

서비스내용

- 교육, 연구및학습활동과모든궁금증에대한질문

- 원문제공서비스 : 원문이필요할때신청을하면제공

실시일시 : 2001. 4월부터

[그림 2] 홈페이지의정보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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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용현황분석

조사대상기간동안도서관홈페이지정보검색서비스에오른 목록건수는모두 56

건이었으나 같은 내용의 중복된 답변이나 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13건)를 제외한

총 43건의정보검색서비스를분석대상으로하 다.

정보검색서비스내용분석을위한유형구분은〈표 1〉과같다.

〈표 1〉유형구분

유 형 세부항목 비 고

원문제공요청 학위논문/학술논문의원문제공요청

자료검색요청 특정주제에대한논문/단행본자료의검색요청

타대학이용 타대학이용방법문의

통계자료 통계자료요청

기타 감사

각항목에대한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원문제공요청 : 학위논문/학술논문의원문제공요청

2) 자료검색요청 : 특정주제에대한논문/단행본자료의검색요청

3) 타 대학이용 : 타 대학이용방법문의

4) 통계자료 : 통계에대한자료요청

5) 기타 : 감사에대한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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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형별분석

〈표 2〉유형별분석

구 분 항목수 백분율(%)

원문제공요청
Q 10 23.3

A 10 23.3

자료검색요청
Q 30 69.8

A 30 69.8

타 대학이용
Q 1 2.3

A 1 2.3

통계자료
Q 1 2.3

A 1 2.3

기타
Q 1 2.3

A 1 2.3

합계
Q 43 100

A 43 100

[그림 3] 유형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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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서비스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부터 올라온 목록을 대상으로 하 기 때

문에 우선 분석 대상이 적은 것이 아쉬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0%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들에게신뢰를주는서비스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자료검색 요청(69.8%)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원문제공 요청(23.3%)으로 나타났다. 타 대학 이용, 통계자료 요청 등은 이

용자들이질문할곳을제대로찾지못하고 을올린것으로판단되며, 원문제공요청과

자료검색 요청이 93.1%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정보검색서비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

에맞는서비스를하는것으로보인다. 

5.4 신분별이용자분석

〈표 3〉신분별이용자분석

구 분 인 원 수 백 분 율(%)

학부생 3 7.0

대학원생 18 41.9

조교 4 9.3

일반인 14 32.5

기타(도서관공지사항) 4 9.3

합계 43 100

정보검색서비스의 신분별 이용자 분석에서는 대학원생(41.9%)과 지역주민인 일반인

(32.5%)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부생이나 교직원들의 이용도는 저조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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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분별이용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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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건의함의현황분석

[그림 5] 홈페이지의건의사항

6.1 이용현황분석

조사대상 기간 동안 홈페이지 건의함에 오른 목록 건수는 모두 347건이었으나 같

은 내용의 중복된 답변이나 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7건)를 제외한 총 340건의 건

의를분석대상으로하 다.

건의함내용분석을위한유형구분은〈표 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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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유형구분

유 형 세부항목 비고

서지정보조사 복사요청 / 소장처문의 / 일반참고봉사

도서관운 일반업무 /수서업무 / 정리업무 / 전자도서관업무

정책및제도개선 도서관활동과관련된정책및제도개선

공지/알림 일반공지 / 알림

기타 감사 / 마감 / 추가

각항목에대한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서지정보조사 : 서지적인 도움요청 및 도서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

반적인참고질의

2) 도서관운 : 도서관업무와관련된각종질의

3) 정책및제도개선 : 도서관활동과관련하여주변의각종정책과제도문제

4) 공지/알림 : 응답을요구하는내용이아닌각종행사나알림

5) 기타 : 답변에대한감사, 누락된내용을보충하는내용등

6.2 주유형별현황

〈표 5〉주유형별현황

유 형 항목수 백분율 (%)

서지정보조사 35 10.3

도서관운 275 80.9

정책및제도개선 23 6.8

공지/알림 3 0.9

기타 4 1.1

합 계 3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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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유형별현황비율

건의함의 주 유형 현황에서는〈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관 운 에 대한 건의

(80.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서대출과 반납, 시설개선,

도서구입, 사물함에 관련된 건의가 주된 건의내용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이 서지정보

조사(10.3%), 정책 및 제도개선(6.8%)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들이빈번히이용

하는 일반열람실과 도서 대출/반납과 연계된 도서구입 문제 등으로 집중되어 실질적인

이용자서비스관련부분이어느곳인지를분명히나타내주고있다.

6.3 유형별분석

6.3.1 서지정보조사

유형별 분석의 서지정보 조사에서는 자료의 소장처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으로 이용자

들이자료소장처에대한정확한인식이없거나, 자료가제자리에위치하지않아건의함

을이용하여도움을받고자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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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서지정보조사

구 분 항목수 주요건의사항 백분율(%)

복사요청
Q 3 복사요청 8.6

A 2 5.7

소장처문의
Q 16 소장처문의 45.7

A 14 40

참고봉사
Q

A

합 계
Q 19 54.3

A 16 45.7

[그림 7] 서지정보조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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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도서관운

〈표 7〉도서관운

구 분 항목수 주요건의사항 백분율(%)

일 반
Q 5 도서의파권, 금연, 학과소속변경등 1.8

A 3 1.1

수서
Q 23 도서구입 8.4

수서
A 19 6.9

시설
Q 25 열람실및화장실보수 9.1

A 15 5.5

정 리
Q 1 0.4

A 1 0.4

대출
Q 47 도서대출/반납관계 17.1

A 45 16.4

열람 열람
Q 20 사물함 7.3

A 18 6.5

열람실관리
Q 3 1.1

A 1 0.4

e-book
Q 14 5.1

전자 A 10 3.6

도서관
전산관리

Q 13 ID, 비 번호문의 4.7

A 12 4.3

합 계
Q 151 54.9

A 124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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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서관운 비율

도서관 운 과 관계된 건의함의 내용은 도서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표 5〉

의 주 유형 현황에서와 같이 도서관 운 에 대한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은 도서대출과 반납에 관계된 건의(33.5%), 도서구입과 관계된 건의

(15.3%), 시설관계 건의(14.6%), 사물함 배정과 관련된 건의(13.8%)가 대부분으로

열람및수서에관련된건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최근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e-book과 관련된 건의(8.7%)는 e-book 도입초기에 e-

book을 관리하는업체의서버와연결이잘되지않거나이용자들이 e-book에 익숙하지

않아서올라온건의가대부분으로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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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정책및제도개선

〈표 8〉정책및제도개선

구 분 항목수 주요건의사항 백분율(%)

Q 14
도서관휴관, 졸업생대출, 

60.9
정책및제도개선 대출기간연장

A 9 39.1

[그림 9] 정책및제도개선비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는 도서관 휴관에 따른 문제, 졸업생 대출에 관한 건의,

대출기간 연장 등에 대한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졸업생 대출에 관한 건

의는 2004년 6월 1일부터‘도서관 회원제 운 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료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도서 대출 요청에 대한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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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졸업생및휴학생들에대한적극적학습자료제공, 건전문화선도및평생교육에기

여할것으로생각된다.

6.3.4 공지/알림

〈표 9〉공지/알림

구 분 항목수 주요건의사항 백분율(%)

공지/알림
Q 3 분실물 100

A

공지 / 알림의 3건에대한건의는분실물습득에따른도서관의공지사항이다.

6.3.5 기타

〈표 10〉기타

구 분 항목수 주요건의사항 백분율(%)

아르바이트, 감사등
Q 3 75

A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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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타

기타 건의사항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에 따른 문의나 도서관에 대한 감사의 등이 올

라와있다.

7. 문제점및개선방안

인터넷은 21세기의 인간 생활을 변화시킬 커다란 하나의 계기가 되어 그 향은 광범

위하고빠르게확산되어가고있다. 그 중에서도도서관은정보의접근이라는면에서인

터넷의 향이가장클수밖에없음은인터넷그자체가도서관과마찬가지로수많은지

식과정보들로가득차있기때문이다. 이것은사서들에게는관리해야하는정보와지식

의 범주가 예전보다 방대해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서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이용자들의 숫자가 적은 도서관보다는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과정보매체의증가로인해도서관본래의기능을상실해가고있는것도편리함의이면

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수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대한방안도제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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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

서비스와 건의함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방문하는 이용자수의 감소라

는문제점을해결할개선책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정보검색서비스

부서명 문제점 개선할점

- 홈페이지의정보검색서비스항목에

질문할곳을제대로찾지못함 건의함으로 목록을올릴수있도

정기 록홈페이지를보완

간행물팀 지역주민들이나학내구성원들의 - 대내외각종매체를통한홍보를

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보완 강화해야함

책이필요함

건의함

부서명 문제점 개선할점

- 아르바이트생이나공익요원들을잘

자료를대출하고자할때찾고자하는
활용하여매일오전과오후로나누어

자료가제위치에있지않음
대출실에비치되어있는자료중

대출팀 잘못배열되어있는자료를찾아서

제자리에배열되도록해야함

자동반납기의오류지적 - 문제점이보완된기계로교체

졸업생및휴학생대출에관한건의 - 도서관회원제운

- 매월 2회씩정기적으로도서를구입

신간도서의구입이늦고제때구입 - 이용자들의건의를최대한반

수서팀
되지않음 하여빠른시일내에구입하여제때

이용할수있도록해야함

열람실이나화장실등의시설파손때 - 바로서비스를이용하여제때

제때수리가안됨 수리가될수있도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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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문제점 개선할점

시스템 대출, 반납시스템의오류 - 전산시스템의대출, 반납부분을

관리팀 계속점검

사물함의숫자를늘려줄것과배정의 - 신축도서관으로자료실을이전한후

참고 공정성문제제기 현열람실의사물함숫자를늘리고, 

자료팀 - 배정할때는총학생회를참여시켜

추첨

8. 결론

이상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요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정보검색서비스는

본래의목적과취지에맞는서비스를한것으로보이나조금더적극적인서비스를위해

서는대내외각종매체를통한홍보를강화하고보다적극적인서비스를할필요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의함의 도서관 운 과 관련된 건의내용은 이용자들이 실제 도서관

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낀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의에 대한 조치

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이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

와 사서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서관 운 의 총

체적인 재구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서

관상확립은대학도서관발전을위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라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은 도서관과 사서의 도움 없이 직접 정보

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유형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그러므로사서의역할은단순한형태의정보와문헌들을제

공하는 것으로부터 첨단의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일련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

터와지식의전달자로바뀌어야할것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요구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무엇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가 파악되었다. 도서관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개선

방안을하루빨리실천하여도서관을이용하는이용자들에게적극적인서비스가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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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제까지는이용자들과대면서비스를통하여문제점을해

결하여왔으나 인터넷이라는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에

게서비스를제공한다면한차원높은정보서비스가될것이라기대된다.

첫째, 이용자들의불만요인이제거됨으로인하여차원높은서비스가제공될것이다.

둘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우리

대학의 자료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우리대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

이다.

셋째, 2004년 6월 1일부터시행중인‘도서관회원제운 계획’은우리대학교도서

관 소장 자료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도서 대출 요청에 대한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및 휴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학습자료 제공, 건전 문화 선도 및 평생교

육에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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