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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표지의 자동검출방법에 대하여

이 건 식
1)

<Abstracts>

Title lines in a book are unique in their style compared to other texts. The

stylish difference can be easily identified ; especially in a digitized book - with

the help of a well-designed computer program. This paper introduces the

architecture of such a program.

A title sentence usually starts one or two letters inside compared with the

body. Therefore, if we know the whole XY coordinates corresponding to the

first letters of each line, we can easily verify where the title lines are located.

Also, the XY coordinates for the first letters of each line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histogram method. The program that this paper introduces adopts

the two methods to pinpoint title lines.

The program is not perfect in identifying title lines. Still, it provides two

striking advantages. First, it can create title information without using any labor

force. Second, it can perfectly verify the work that humans have carried out.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leeks@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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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 up, this program will save the overall cost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more reliable table of contents information.

서언1.

현대서는 물론이고 고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행은 본문이나 인용문을 표시

하는 행과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형태적 변별성은 기계가독적이어서.

우리는 도구를 이용하여 원문을 디지털화된 이미지자료에서 제목표시의 행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이글은 제목표시의 행이 존재하는 원문이미지자.

료를 검출하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수년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원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목차정보2)를 생성하고 이 목차정보 내의 제목표지로

원문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제목표시 행을 자동 검출하는 도구는 목차정보.

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 이미지자료에서 본문 내의 제목표지는 의미적이다 다시 말하면 제목.

표지의 파악은 사람에 의해서만 완전히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제목표시의.

행이 본문이나 인용문 표시의 행과 형태적으로 변별된다 하더라도 기계적으

로는 제목표시의 행을 완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

로 제목표시의 행을 자동 검출하는 일은 데이터 구축비용 지불에 있어서 매

우 생산적이어서 매우 가치 있는 제목표지 포착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목표.

지 포착과 관련된 처리작업 속도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과정에서는 사람

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시간 일 할 수 있으며 꾀를 부리지도 않으며 지. 24

시한 작업과 오류의 기준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고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원문 이미지자료를 대부분 책 단위로 접근케 하

였으나 근래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제목표지 단위로 원문 이미지자료를 접근케

2) ‘목차정보 란 용어 대신 가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는 에’ TOC . TOC ‘TABLE OF CONTENTS’

서 생성된 두자어이다 이 용어가 국내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자세치 않으나 국립중앙도. ‘

서관 의 정보화사업 사업계획서에 자주 등장하고 이의 영향으로 다른 정보화사업에서도 이 용어’

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전산원의 구축대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 용. DB

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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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孟子諺解《 》는 책 권의 고서이다 과거에는 각 책의 첫 번째7 14 .

인 표지부터 차례차례 이미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각 책 속

에 있는 제목표지인 장 절 등의 이미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 ’, ‘ ’

록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고서.

원문이미지 정보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원문 이미지자료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축되면서 서비스되고 있다.

하나는 원문 이미지자료만을 서비스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원문 이미지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함은 물론 원문 이미지자료에 나타나는 본문 글

자를 입력하여 이를 원문 이미지 자료와 함께 서비스하는 형태이다.3)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모두 별도의 제목표지정보의 생성 공정을 두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텍스트 입력공정의 일부에서 제목표지정보의 일부인 제목표지의

글자정보가 입력되지만 제목표지인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 공정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목차정보 생성과 검증공정은 전적으로 모두 사람에 의해 이루

어져 왔다4) 이미지자료에서 제목표지를 추출하고 이 표지의 글자를 입력한.

다음 이를 검수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생성된 제목표지정보의 정확성

을 높여 왔다 반복적인 교정과 검수를 통하여 까지의 정확도를 유지할. 100%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고비용적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인 검증도구.

는 제목표지 정보에 대한 포착방법이 의미기반적이 아니라 형태적 특징에 기

반한 것이긴 하지만 피로한 상태의 사람에 의해서는 잘 찾을 수 없는 제목표

지를 잘 찾아 주며 시간 일할 수 있으며 처리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구축24 , .

비용에 있어서 저비용적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따라서 제목표지의 형태적.

변별성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이 서비스하는 형태는 주로 전자의 방식이고 한국역사정보시스템은 주로 후자의 방식

이다.

4) 년 월 중순 경 한국전산원은 구축대가기준연구 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2004 9 ‘DB ’

중앙도서관의 목차정보 생성 공수에 대한 현장실측을 실시하였는데 필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가

하여 생성과정과 공정별 공수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목차 표지정보의 정확성 확보가TOC .

주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검증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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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표지정보의 형태적 특징2.

제목표지란 의미단위들의 제목 들을 말한다 의미단위 책 의 제목표지‘ ’ . ‘ ’

는 책 의 제목을 말하며 의미단위 장 의 제목표지는 장 의 제목 의미‘ ’ ‘ ’ ‘ ’ ,

단위 절 의 제목표지는 절 의 제목이 된다 이 장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 ‘ ’ .

과 관련한 제목표지의 형태적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도록 한다.

제목표지의 분포2.1

목표지는 책의 목차5) 속이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된다 현대에 편찬된.

책들은 목차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 편찬된 책들에서는 목차.

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洪武正韻《 》, 東國正韻《 》 등의 사전류,

才物譜《 》, 倭語類解《 》, 蒙語類解《 》, 訓蒙字會《 》등의 ,類解書類 個人文集

,類 三國史記《 》, 樂學軌範《 》,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古文眞寶諺解《 》등에

서는 목차가 발견되지만 목차가 없는 고서도 상당수 존재한다 세기에 간. 15

행되었던 세기말에 간행되었던 와 세기 초에 간행, 16 17佛經諺解類 四書諺解

되었던 등에는 목차가 없다 특히 그날그날의 일상사를 기록하여 책.三經諺解

으로 만드는 일기류 자료들은 대부분 목차가 없다 일기류의 경우에 편찬계획.

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목차는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는 기능은 물론 본

문의 위치정보를 표기함으로써 열람코자 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대서의 경우 목차의 이 같은 두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

그러나 고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목차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하더라도 본문의 위치정보를 지시해 주는 기능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차에 본문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향은 세기 초에 현대식 납활자로20

출판된 도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 은 년에 태화서. [ 1] 1931 ‘

관 에서 간행한’ 懸吐具解增補無雙新明心寶鑑《 》6) 목차의 일부분이다.

5) 목차 란 용어는 주로 현대서에 보이고 고서의 경우에는 목록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글에‘ ’ ‘ ’ .

서는 목차 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

6)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에 소장된 것이다 장서각 의 자료번호는 이다‘ ’ . ‘ ’ ‘C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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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차 내의 제목표지와 본문 내의 제목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장 또는 절 이하의 제목들이 목차 속에 모두. ‘ ’ ‘ ’

표기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 내의 제목표지가 목차에서는 누락

되는 경우이다 본문 내의 제목표지들 중 세부적인 항목들이 목차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로 개인문집류에서 개별 한시작품의 제목들이 목차에 ‘五言

나 등으로 묶여서 표기되는 것이 이 경우의 대표적 사례’ ‘ ’絶句 七言律詩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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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관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편찬.

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된 것이므로 오류가 아니지만 오늘날의 정보시스템의

원문정보 서비스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누락된 제목표지정보를 복원하여 정보

접근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오류로 목차.

구성에서 누락된 것이다.

제목표지의 형태적 변별성2.2

편찬계획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책의 경우 본문 내의 제목표지가

명시적으로 표기된다 제목표지 표시의 행은 별도의 행으로 표시되며 내용 진.

술의 행보다는 글자 수가 적거나 아니면 자나 자 내려쓰거나 들여쓰기 한1 2

다 그림 는 제목표지의 행이 명시적으로 표기된 예 하나이다. [ 2] .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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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표시의 행보다 제목표지 표시의 행이 일반적으로는 글자가 적게 적혀

있다 고서에서 본문표시의 행은 보통 자가 일반적인데 제목표지 표시의. 20

행은 이보다 글자가 훨씬 적다 보통 자를 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 15 .

의 제 행에서 보듯이 고서의 제목표시에 주석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10

경우 자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글자수로 보면 본문표시의 행과 구별되20 .

지 않지만 주석을 에워싼 사각형의 면적이 본문의 글자보다 약 정도인 특1/4

징을 이용하면 이 글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글자수가 적다는 기준에서는 위 제 행은 제목표지의 행과 형태적으로 변1

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목표지의 행은 첫 글자의 시작위치가 다르다는 점에.

서 위 제 행과 형태적으로 변별된다 제목표지인 제 행의 와1 . 2 ‘ ’答明村書

제 행의 는 자 아래부터 내려져 써 있음을 알 수 있다10 ‘ ’ 2 .玄石書

아래 그림 은 인용문 표시의 행이 나타난 예이다[ 3] .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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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 행부터 제 행까지는 인용문 표시의 행이고 제 행은 제목표시의1 4 5

행이며 제 행부터 제 행까지는 본문표시의 행이다 인용문 표시의 행은6 10 .

글자를 내려 적는 점에서 제목표지 표시의 행과 유사하다 그리고 자 정도. 1

의 차이는 있지만 담고 있는 글자수가 본문표시의 행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

서 글자수와 내려적는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면 인용문표시의 행을 본문표시

의 행과 제목표지 표시의 행과 기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아래 그림 는 장서각 에 소장된[ 4] ‘ ’ 剛營日記《 》7)의 제 장이다 제목1 .

표시의 행과 본문표시의 행이 위에서 기술한 형태적 특징과 대칭적이다.

이 자료의 의미단위를 논자에 따라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 ’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월 단위로 의‘ ’ . . ‘ ’日

미단위를 정할 경우 목차정보의 생성비용은 적게 소요되나 단위의 정보‘ ’日

접근을 할 수 없다 반면에 일 단위로 의미단위를 파악할 경우 정보의. ‘ ’ TOC

생성비용은 대단히 많이 소요되나 단위의 정보접근이 가능하여 재활용을‘ ’日

통한 정보의 부가가치를 생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상의 역사를.

7) 장서각 자료번호는 이다‘K2-3281’ .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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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연구자에게는 일 단위의 정보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후면의 제 행과 행에 주목을 하면 이 제목표지8 9 ‘ ’十九日 8)이고 그 이하

부터 다음 행이 본문이다 이 경우에는 본문표시의 행이 자나 자 내려 적. 1 2

는 형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목표시의 행이 본문표지의 행과 형태적

으로 구별되는 점에서 앞에 소개한 유형과 다르지 않다.

제목표지 표시행의 자동검출3.

제목표지 표시의 행은 본문표시의 행 인용문 표시의 행과는 구별되는 형태,

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형태2 .

적 특징을 이용하여 제목표지 표시의 행을 검색해주는 도구를 설계하고 이

도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글자의 세그멘트화3.1

제목표시의 행을 기계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를 세그먼트화해

야 한다 글자의 세그멘트화란 원문을 스캔한 이미지자료에서 글자만의 영역.

을 분리하고 그 영역의 좌표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가 글자. [ 5]

가 세그멘트화된 예이다.

이 예에서 글자를 에워싼 사각형은 원본 이미지에 그려진 것이 아니다 글.

자의 세그멘트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는 사각.

형의 왼쪽 상단점 좌표 오른쪽 하단점 좌표 에 대한 정보를(x1,y1), (x2,y2)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좌표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글자가 위치한 행정보도 가.

지고 있다 아래 표 은 글자 세그멘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의 선언이. < 1>

다.

8) 십구일 은 제목인데 함축된 내용을 덧붙여 십구일 일기 정도가 제목인데 내용적 측면에만 관‘ ’ ‘ ’

심을 가지는 독자들에게는 기묘한 제목이나 기상학자나 연표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는 기묘할 것

없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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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SEGMENTDATA{

int linenum;

unsigned short int pos;

unsigned short int left;

unsigned short int top;

unsigned short int right;

unsigned short int bottom;

이하 생략( )

};

typedef struct SEGMENTDATA SEGMENTDATAINFO;

표< 1>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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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은 글자 세그멘트가 속하는 행번호이다< 1> ‘linenum’ . ‘1, 2,

등의 값을 갖는다 은 글자 사각형의 왼쪽 상단점3,......, 10’ . (left, top)

의 좌표정보이다 은 글자 사각형의 오른쪽 하단점의(x,y) . (right, bottom)

좌표이다 와 의 값은 시작점(x,y) . x y 9)에서부터 존재하는 의 수이PIXEL

다 는 페이지 내에서의 순서번호이다 등의 값. pos . ‘1, 2, 3,......, 180’

을 갖는다.

이 같은 세그멘트 정보의 표현은 사가 한자입력의 효율적인 도구를 제작P

하기 위해서 년에 고안해 낸 것이다 세그멘트화된 글자이미지를 아래2000 .

그림 과 같이 배열하여 입력작업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다음과 같은 형태[ 6] .

로 입력작업을 하면 입력의 시선을 크게 이동하지 않고서도 입력하게 되므로

입력의 효율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그림 은 실제의 예이다[ 7] .

9) 보통 이미지에서 왼쪽으로 가장 높은 부분의 좌표를 시작점 으로 한다(0,0) .

이미지글자

텍스트글자

제 행1

제 행2

제 행3

제 행4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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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행에는 세그멘트화된 글자를 배열하고 짝수행에는 입력할 텍스트글자

를 배열하게 되면 원본의 글자와 입력의 글자가 한 지점에 모이게 되어 입

력과 교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위의 그림처럼 이미지글.

자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세그멘트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세그멘트.

기법과 손쉬운 한자입력법 이미지글자 군집화기법 일자대조기법 세그맞추, , ,

기기법 등과 합해져 한적입력솔류션을 구성하고 있다 한적입력솔류션은 사. P

이외에 사 사 그리고 또다른 사에 의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S , D , S .

한 솔류션의 원조는 사이다 이 솔류션P . 10)의 방법은 의 방법과 매우 유OCR

사하지만 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입력과 교정의OCR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솔류션이다.

제목표지를 기계적으로 검출하는 데에 이용되는 세그멘트 정보는 기계적으

10) 사가 이 솔류션을 년에 한적입력작업에 적용할 때에는 세그멘트기법 손쉬운 한자입력법 일P 2000 , ,

자대조기법 등 세가지 기법만을 응용하였다 필자는 년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에. 2001

서 이 솔류션에다가 이미지글자 군집화기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년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 2004

템구축사업에서 필자가 제작한 솔류션인 하나로 에 추가로 세그맞추기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 .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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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고 있다 자료의 상태가 좋을 경우 기계적인 자동 세그멘트의 정확.

도는 상당히 높다 기계에 의한 작업결과이므로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약.

간의 수작업을 가미하면 정확 의 세그멘트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100% . P , D

사 두 사가 제작한 한적솔류션의 자동 세그멘트 결과를 살펴보면 정확도가, S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행과 행이 명확하게 구별되며 위의 글자와 아래의.

글자가 명확히 여백에 의해서 구별되는 위와 같은 자료의 경우 수작업은 거

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행과 행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글자와 글자의 획이 넘나듦이 있을 경

우 그리고 글자와 글자사이에 잡티가 있을 경우 정확도는 낮아진다 다시 말, .

해서 위의 글자와 아래의 글자가 붙어 있는 초서 자료의 경우 기계적인 자동

세그멘트작업으로는 작업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림 는 사의 솔류션으로 글자의 세그멘트 영역을 분리해 낸 예이다[ 8]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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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아닌 영역도 세그멘트화하는 오류가 있으며 여러 글자가 한 글자로

포착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반대로 한 글자가 여러 글자로 포착되는 오류

도 있다 오류의 정도는 자료의 상태와 세그멘트를 추출하는 알고리즘과 접.

한 연관이 있을 것이나 자세치 않다 경험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솔류.

션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류가 다소 나온다 하더라도 수작업의 품이.

많지 않고 글자의 세그멘트화를 이용한 입력과 교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되

는 것을 감안하면 이 세그멘트기법은 매우 생산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사 사 두 사의 세그멘트 기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글에서는P , D , S . OCR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한다.

표 는 글자 세그멘트의 좌표정보를 구하는 함수이다< 2> .

int __fastcall GetSegPos(TImage *Image1, SEGMENTDATAINFO segdata[])

{

int xsegpos[5000],ysegpos[5000];①

int i,j;

int Width,Heght, xsegcnt,ysegcnt,

int newxpos1,newxpos2,newypos1,newypos2, midypos1,midypos2;

int SegPos=0, startpos=0;

int linecnt=0,colcnt=0;

Width=Image1->Picture->Bitmap->Width;②

Height=Image1->Picture->Bitmap->Height;

WidthDistinct=80; xDistinct=120; HeightDistinct=60;③

for(i = 0; i < 5000; i++) xsegpos[i]=0;④

xsegcnt=GetXSegPoint(Image1,xsegpos);⑤

InitSegPos(segdata,900);⑥

for(i = 0; i < 5000; i++) ysegpos[i]=0;⑦

for(i = xsegcnt-2; i >-1; i-=2) {⑧

ysegcnt=GetYSegPoint(Image1,ysegpos,xsegpos[i],xsegpos[i+1]);⑨

SegPos=InputSegPos(Image1,segdata,linecnt,⑩

SegPos, xsegpos[i],xsegpos[i+1],ysegpos, ysegcnt);

startpos+=ysegcnt;⑪

colcnt=0;⑫

linecnt++; }⑬

SegMeta,FormImgsegMeta->ImgCharSegMeta);

return SegPos;⑭

}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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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의 이미지객체 을 전달받아 이GetSegPos Bitmap Format Image1

이미지 객체 속에 있는 글자의 영역을 분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저장

구조 에 저장하는 함수이다 행의 함수를 이용하여segdata . GetXSegPoint⑤

먼저 행의 좌측 좌표와 우측 좌표를 구한다 행의 에는 실X X . xsegcnt ‘2×⑤

제행 의 수가 적재되고 행 의 배열에는 구해진 좌표의 값들이’ xsegpos X⑤

차례로 적재된다 구해진 행에서 행의 함수를 이용하여 글자. GetYSegPoint⑨

의 상단 좌표와 하단 좌표를 구한다 이때 행마다의 글자수는 에Y Y . ysegcnt

적재되고 글자의 좌표들은 의 배열에 차례로 적재된다 이 과정을Y ysegpos .

통해 구해진 글자의 좌표는 의 배열에 차례로 저장되게 된다X, Y segdata .

이미지객체에서 그림부분의 값은 이 아닌 값으로 채워져 있다PIXEL ‘0’ .

이미지객체의 좌표를 기준으로 값이 여백이 아닌 의 값을 더X PIXEL PIXEL

하고 이 값을 가지고 이미지객체를 다시 그리면 그림 과 같은 그래프가[ 9]

그려진다.

위 그래프에서 최저의 좌표값을 가지는 좌표의 부분에는 글자가 씌여 있Y X

지 않음을 말하며 반대로 최고의 좌표값을 가지는 좌표의 부분에는 글자Y X

가 씌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표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좌표가. Y X

행의 좌측 좌표이며 좌표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좌표가 행의 우측 좌표X Y X X

이다.

좌표X

좌표Y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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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은 행의 좌표를 구하는 함수이다< 3> X .

int __fastcall GetXSegPoint(TImage *Image1, int *xsegpos)

{

int itX, itY,bitX,start=0,cnt=0; int Width, Height;

int histogram[5000],firsthistogram[5000],secondhistogram[5000];

RGBTRIPLE *rtColor;

Width=Image1->Picture->Bitmap->Width;

Height=Image1->Picture->Bitmap->Height;

Image1->Picture->Bitmap->PixelFormat = pf24bit;

for(itX = 0; itX < Width; itX ++) { histogram[itX]=0;}

for(itY = 0;itY< Height; itY ++) {

rtColor =

(RGBTRIPLE *)Image1->Picture->Bitmap->ScanLine[itY];

for(itX = 0; itX < Width; itX ++) {

if((rtColor[itX].rgbtRed == 0x0)&&

(rtColor[itX].rgbtGreen == 0x0)&&

(rtColor[itX].rgbtBlue == 0x0)){;}

else{histogram[itX]=histogram[itX]+1;}}}

GetFirstXSegPoint(Image1,histogram,Width,Height,firsthistogram);

GetSecondXSegPoint(Image1,

firsthistogram,Width,Height,secondhistogram);

for(itX = 1; itX < Width; itX ++) {

if(secondhistogram[itX]==1){

if((start%2)==0){bitX=itX;start++;}

else{

if(itX-bitX>WidthDistinct){

xsegpos[cnt]=bitX; cnt++;

xsegpos[cnt]=itX; cnt++;

}

start++;}}}

return cnt;

}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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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두 좌표를 구한 다음 글자의 두 좌표를 구하게 되는데 좌표를 구X Y X

하는 방법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 아래 표 는 글자의 좌표를 구하는. < 4> X

함수이다.

int __fastcall GetYSegPoint(TImage *Image1, int *ysegpos, int startx, int endx)

{

int itX, itY,bitY,start=0,cnt=0, midx, Width, Height;

int histogram[5000],firsthistogram[5000],secondhistogram[5000];

int itRed,itGreen,itBlue;

midx=startx+((endx-startx)/2);

Width=Image1->Picture->Bitmap->Width;

Height=Image1->Picture->Bitmap->Height;

Image1->Picture->Bitmap->PixelFormat = pf24bit;

for(itY = 0; itY < Height; itY ++) {histogram[itY]=0;}

for(itY = 0;itY< Height; itY ++) {

for(itX = startx; itX <endx; itX ++) {

if(Image1->Canvas->Pixels[itX][itY]==0x0){

histogram[itY]=histogram[itY]+1;}}}

GetFirstYSegPoint(Image1,

histogram,Width,Height,firsthistogram, startx,endx);

GetSecondYSegPoint(Image1,

firsthistogram,Width,Height,secondhistogram,startx,endx);

for(itY = 1; itY < Height; itY ++) {

if(secondhistogram[itY]==1){

if((start%2)==0){bitY=itY; start++;}

else{

if(itY-bitY<HeightDistinct){;}

else{

ysegpos[cnt]=bitY; cnt++;

ysegpos[cnt]=itY; cnt++;

start++;}}}}

return cnt;

}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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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두 개의 좌표와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하여X Y

글자의 왼쪽상단점 좌표와 오른쪽하단 좌표를 정하여 글자의 세그멘트영역을

표시하게 된다 현재 구성된 프로그램은 속도가 무척 느리다 이미지객체의. .

컴포넌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속도를PIXEL . Scanline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같은 다른 기술을 적용하면 빠른 속도를 보장할GDI

수 있다.

사 사 두 사에 채택하고 있는 세그멘트기법은 이글에서 소개한 기법P , D , S

과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치 않다.

제목표시 행의 자동검출 알고리즘3.2

제목표지 표시의 행은 본문표시의 행이나 인묭문 표시의 행과 형태적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글자의 세그멘트영역정보가 존재하면 제목표지 표시의

행을 기계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표 는 페이지 내에 있는 글자의 세그멘트정보를 순차적으로 탐색< 5> 1

하여 제목표지의 첫 글자 세그멘트정보를 찾아내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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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__fastcall IsTitleSegPos(SEGMENTDATAINFO segdata[],

int segcnt, TITLESEGDATAINFO titlesegdata[])

{

int i, segpos, linenum1,linenum2;

int startypos[200],startycnt=0, titleseg=0,distance, linecharcnt;

for(i = 0; i <segcnt; i++) {①

if(i==0){

if(segdata[i].linenum==0){

if(WhatIsCharFromSegData(segdata,i)==1){

startypos[startycnt]=segdata[i].top; startycnt++;

}}}

else{

if(segdata[i].linenum>0){

if(segdata[i-1].linenum!=segdata[i].linenum){

if(WhatIsCharFromSegData(segdata,i)==1){

startypos[startycnt]=segdata[i].top;startycnt++;}}}}}

초기화// for(i=0;i<50;i++){

titlesegdata[0].titlelinepos[i]=-1; titlesegdata[0].titlelinecharcnt[i]=-1;}

for(i = 0; i <startycnt; i++) {②

if(i<startycnt-2){

distance=startypos[i+1]-startypos[i];

if(distance<-150){ linecharcnt=

CountLineTitleCharFromSegData(segdata,segcnt,i);

titlesegdata[0].titlelinepos[i]=i;

titlesegdata[0].titlelinecharcnt[i]=linecharcnt;

titleseg++;}}

else{

distance=startypos[i]-startypos[i-1];

if(distance>150){linecharcnt=

CountLineTitleCharFromSegData(segdata,segcnt,i);

titlesegdata[0].titlelinepos[i]=i;

titlesegdata[0].titlelinecharcnt[i]=linecharcnt;

titleseg++;}}}

titlesegdata[0].titlelinecnt=titleseg;

return titleseg;

}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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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목표지 표시의 행을 검출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는IsTitleSegPos . ①

과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 내의 모든 글자 세그멘트정보. 1②

를 탐색하여 각 행의 첫 번째 글자 세그멘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의 과①

정이다 각 행의 첫 글자의 위치만 표시하면 아래 그림 와 같다. [ 10] .

의 과정에서 제목표지 표시의 행을 탐색한다 조사하는 행의 첫 글자. Y②

좌표를 다음 행의 첫 글자 좌표의 차이를 구하여 한 글자의 높이보다 큰 값Y

이면 조사하는 행이 제목표지 표시의 행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문표시의 행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판단과정에서 각 행의 글자수를 보조.

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주석의 글자들은 각 행의 글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개 자 미만의 글자들이 있을 때 이 행을 제목표지 표시의 행으로 판단하15

게 된다.

첫 글자 좌표와 다음 행 첫 글자 좌표의 거리와 각 행의 글자수는 제목Y Y

표지의 행을 포착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 두 기준은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

고 분리해서 하나씩만 적용할 수 있다.

제목표지 검출도구의 실험3.3

이 절에서는 구현된 제목표지 검출도구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기술하기로 한다 이 검출도구의 구현 목적이 목차정보.

의 제작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동일한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여 두 실험에 의한 데이터 정확도의 차이까지 기술하도록 한다 글자의.

세그멘트 정보를 교정을 보아 정확도를 로 한 상태에서 제목표지 표시100%

의 행을 검출하는 하나의 실험과 글자의 세그멘트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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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보지 않고 제목표지 표시의 행을 검출하는 다른 하나의 실험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첫 번째 실험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과 같다[ 11] .

좌측은 글자 세그멘트 정보를 이용하여 제목표지가 있는 페이지를 추출하

여 리스트로 제시한 것이고 우측은 본문에 태그가 부착된 페이지를<title>

추출하여 리스트로 제시한 것이다 왼쪽 리스트의 첫 부분 네모에 표시. ‘ ’∨

가 된 것은 이 페이지가 제목이며 이 페이지가 오른쪽 리스트에도 있음을 나

타낸 것이다.

왼쪽 리스트에는 개의 페이지가 있다 이중 표시가 되지 않은 것37 . ‘ ’∨

은 개인데 둘은 쪽에 두 개의 제목표지가 나타나서 두 번째 제목표지를 오3 1

른쪽 리스트와 비교하지 못하여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다‘ ’∨ 11) 다른 하.

나는 오른쪽 리스트에 없는 페이지이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제목표지.

11)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이 오류는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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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지만 이 페이지에 두주가 있었다 따라서 이 오류는 프로그램의 제목.

표지 포착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리스트에는 개의 리스트가 있다 이 리스트 앞부분 네모에36 .

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개이다 이 페이지는 왼쪽 리스트에는 나타나‘ ’ 1 .∨

지 않은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 페이지에 제목표지가 있었다 이 문제. .

는 제목표지 포착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오류는 있었지만 제목표지 자동검출도구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제목표지생성 수작업의 결과를 빠른 시간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오류를 이 도구는 잘 검출해 주리라 생각한다.

이상 소개한 실험은 글자 세그멘트 정보의 수작업 생성을 전제한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제목표지 자동검출도구는 글자 세그멘트 영역분리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것은 글자 세그멘트 작업을 자동으로 하고 제목표지정보의.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그멘트 정보가 기계에 의한 것이므.

로 세그멘트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검출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수작

업의 비용 지출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두로 생각된다.

결언4.

현대서는 물론이고 고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행은 본문이나 인용문을 표시

하는 행과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이 형태적 변별성은 기계가독적이다 따라서. .

원문을 디지털화된 이미지자료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나타내는 행

을 자동 검출할 수 있다 이글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아키텍쳐를 소개하였다. .

제목을 나타내는 행의 첫 글자는 본문의 첫 글자보다는 자나 자 정도 내려1 2

적는다 따라서 한 페이지 내에서 각 행 첫 글자가 위치하는 의 좌. PIXEL X, Y

표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제목표시의 행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한편 각 행 첫 글자가 위치하는 의 좌표도. PIXEL X, Y 기법HISTOGRAM

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이글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제목표시의 행을 자동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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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표시의 행을 검출한 결과는 의 정확성을 가100%

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다 하나는 사. .

람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제목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작업한 결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프.

로그램은 목차정보 생성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이고 생산비용을 낮추게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고서 를 대상으로 그‘ ’

기능이 구현되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자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능의 전.

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도구의 완성을 알리는 것이 아.

니라 이 도구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이 도구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적.

용되어 기능의 정확성과 섬세함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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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온라인 소식지 제작에 관한 연구

김 선 미
1)

<Abstracts>

As circumstances have changed over time, academic libraries have been

advanced for patrons to provide e-resources such as DB, e-journals, e-book

and to provide diverse services such as interlibrary loan, SDI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orm about making a library online

newsletter which is not only to introduce library's new materials and services

to patrons but also to have positive image of library. For this study, this paper

explains the functions of, making process and considering points of newsletters,

and analyzes frameworks, designs and contents of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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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nline newsletter.

There are some considering points on the making a newsletter.

1) Online newsletter is sent via e-mail. Because patrons may consider it as

a spam mail and delet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first page perceptible.

2) As newsletter is one of representations of library, it should be as precise

as possible by containing correct grammar, spelling and contents. In case the

newsletter is not complete, it can harm the image of library.

서론1.

오늘날 도서관 주변 환경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데CD-ROM,

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대학의.

학술 연구 활동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

어 살아있는 도서관 변화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선,

정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학술데이터베이스 전자잡지 전자도서 등의 전자자원을 수집 평가 선정하, , , ,

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나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참고정보원 등을 수집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 자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서비스 받는 원문복.

사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 ,

를 직접 신청하고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한 자료의 현황을 살펴본 후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출중인 도서를

예약하고 원하는 자료의 입수현황 등을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며 미, SDI ,

소장 자료를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성원의 연구 학습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입· , ,

하여 준비하는 이러한 자료와 서비스의 존재를 이용자가 알지 못하거나 존재,

는 알고 있으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

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팜플. ,

렛 교내 언론매체 이용교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홍보는 이용자에, , .

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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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 내 외부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도서관 소식지･〮
는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서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추세이다 온라인 소식지는 인쇄 발송비용 없이 가. ·

장 최근의 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자료 서비스를 안내함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좋,

은 느낌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홍보수단인 온라인 소식지의 구성 내용 등,

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식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식지는 년 월에 웹진 형식으로 발행되기2003 9

시작하여 제 호에서 제 호까지는 학기 중 격월간으로 제 호부터는 학기 중, 1 4 , 5

월간으로 나오고 있다 년 월 제 호부터는 구성과 내용에 다양한 변화. 2004 9 , 5

를 시도하여 보다 웹진에 가까운 소식지로 발행되고 있다.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2.

기능2.1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 등을 알려서 이용을 유도하고 도서관,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홍보방법으로는 도서관보팜플렛 등의 인쇄물을 이용한 홍보 교내,‧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벽보게시판간판포스터 등의 전시· , ‧ ‧ ‧
물을 이용한 홍보 오리엔테이션자료이용교육 등의 도서관 이용법 교육을 통, ‧
한 홍보 최근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등이 있,

다.2)

홍보방법 중의 하나인 소식지는 현재 시점의 혹은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

에게 관심분야의 새로운 소식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도서관에서 이용,

자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사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소식지는 인쇄본 형태로만 온라인 형태로만 인쇄본 온라인 형태 모두로, , ·

2) 이종렬 대학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인식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시민과 도서관. 2002. . , 3:

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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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서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추세이다 온라인 소식지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

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발송비용이나 출판 비용없이 이메일로 신속하게

최근의 이슈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또한 시공간 제약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자료를 편

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종이매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글자 소, ,

리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특히 동영상은 정보전달, .

에 있어 재미있고 효과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므로 필수적인 요소로 보편화

되는 추세인데 화려한 레이아웃이나 기사전달의 극적효과를 위해서 이용된,

다.3)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식지 메뉴를 만들어 온라인 소식지를 유지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더라도 발행된 모든 소식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서비스할

수 있다.

고려사항2.2

일반적으로 도서관 인쇄본 소식지 제작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4)

첫째 출판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홍보를 위한 것인지 기금모금을 위, . ,

한 것인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지 등 소식지를 통해서 도서관,

이 얻었으면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소식지의 내용과 양식은 의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문용.

어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어떤 이미지로 제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정해진 이미지에 따라, .

3) 김인숙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웹진의 기능대안성 요인을 중심으로 동. 2000. : .

서언론, 4: 91-117.

4) Sylverna, Ford. 1988. “The library newsletter: is it for you?”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49(10): 67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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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 양식 논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서관이라는 조직의 출판물, , ,

로서 소식지에 바라는 이미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넷째 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비용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기자재와 기술지원, . ,

기사 작성과 편집 레이아웃과 디자인 그리고 인쇄본 소식지의 경우 종이, , ·

잉크의 선택 인쇄 페이지 순서 맞추기 등까지 제작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 ,

용을 고려해야 한다 출판물의 간기 소식지 배포방법 인력 등도 비용에 영. , ,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섯째 소식지는 도서관을 반영하므로 철자 문법의 오류 뿐 아니라 사실, ,

이 정확한지 기사가 완전한지 전체적인 외관이 일관성있게 표현되었는지 등, ,

을 주의깊게 교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소식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소식지 제작 전에 가이드라인, .

을 내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

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식지를 발행하.

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

할 수도 있다.

인쇄본 소식지 제작시 고려사항은 온라인 소식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소식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발송할 것인지 어떤 스타, , ,

일을 사용할 것인지 학술적인 논조 대중적이거나 일상적인 논조 정중한 논, , ,

조 등과 같은 다양한 논조 중 어떤 논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논조,

를 혼합해서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 온라인 소식지를 제작할 때에는 제작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자재와 기술지원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를 위해 준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기기∙
작업용 컴퓨터 개인 에서도 작업을 수행함[ ] PC .

스캐너 크기가 다양한 자료를 스캐닝하기 위해 크기가 필요함[ ] A3 .

디지털 카메라 사용할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준비함[ ] .

서버 기존 서버 활용 소식지를 올리고 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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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체 편집 및 기사작성 편집 나모 웹에디터 드림위버 등[ · ] ,

이미지 사진 제작 편집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스내그 잇[ · , ] , , ,

코렐드로우 등

동영상 제작 편집 플래시 윈도우즈 미디어 인코더 스트림 에디터 등[ , ] , ,

메일 발송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

제작과정2.3

도서관에서 소식지 제작을 결정한 후에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팀 구성

방법은 소식지 제작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소식지팀을 구성할 때에는 도서관.

의 기술지원능력 등을 고려해서 내부 인력으로 구성할지 외주를 이용할지 결,

정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내부 인력으로만 소식지팀을 구성하고 팀에,

서 기사선정 청탁 및 작성 편집 이미지 및 동영상 작업 및 편집 소식지‘ , , , ,

에 삽입할 사진 촬영 및 편집 메일 발송 프로그램 제작 및 메일 발송 등과, ’

같은 소식지 기획에서부터 발송에 이르는 전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팀원은.

총 명으로 도서관의 각 부서에서 고루 선발하였으며 모든 사서가 참여할5 ,

수 있도록 팀원의 임기를 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팀원이 변경되더라도 소1 .

식지를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전임 팀원 중 일부가 다음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소식지 팀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개선

할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재,

교육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 형성한 상호친 감으로 인해서 좋은 업무환,

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식지팀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메인화면 구성 및 내용의 진행방향 논조 등,

을 논의한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

식지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알리고 싶은 내용보다 이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둘째 학술적이고 오락적인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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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골고루 배,

정한다.

넷째 되도록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제작하여 즐겁게 볼 수 있게 한다, .

다섯째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예의 바르되 친근한 논조,

를 유지한다.

제작 초기 단계에서는 회의를 빈번하게 열 수 있으나 제작방향이 정해지고,

필요한 기사 아이템 등을 논의한 후에는 기사 마감 전 최종 논의를 위한 회

의 정도로 회수를 축소할 수도 있다.

회의 후에는 이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팀원 중 인이 혹은 돌아가면서 회1 ,

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다음 소식지 팀원에게 이전 소식지 발행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등을 알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되풀,

이하지 않게 한다.

매 호마다 오탈자 문법 기사 내용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 ,

수정한 후 도서관 내부 발송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 때에는 제대로 발송되는.

지 확인함과 동시에 도서관 내부 피드백을 취합한다 최종 발송은 다시 테스.

트를 한 후 이루어지며 발송과 함께 본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식지 홍보,

공지문을 올린다 발행한 소식지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소식지 메뉴에 연결하.

여 이전 소식지와 함께 볼 수 있게 한다, .

발송한 후에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메인화면에 접속하는지 섹션별 조회,

수는 어떤지 조회수를 통해 본 섹션의 인기도는 어떤지 등을 모니터링하며, ,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다음 소식지에 반영한다.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 구성3.

구성원칙3.1

소식지를 제작할 때에는 문헌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야 한

다 사례는 관종에 기준을 두고 살펴볼 수도 있으나 상업용 사이트에서 톡톡. ,

튀는 아이디어를 도입한 소식지나 웹진을 많이 발행하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인쇄본 형태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신문 잡지 등도 참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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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례는 메인화면 구성 기사의 내용 구성 사용하는 문구 문장 등을 포함, · , ·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에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소식지 디자인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

특히 잘 만들어진 다양한 사이트로 인해서 고급화된 이용자의 시선을 끌어

들이고 방문수를 유지시키려면 메인화면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

디자인(1)

소식지 디자인은 간결하나 호소력 있게 유지해야 하며 메인화면에 목차나,

개요를 포함시켜서 이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기사를 볼 수 있게 유도해야 한

다 즉 작은 이미지와 기사 요약문을 메인화면에 적절하게 삽입하여 바쁜 이. ,

용자들이 필요한 기사인지를 쉽게 판단한 후 기사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

야 한다.

사용하는 글자 스타일과 크기도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배정한 공간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기 보다는 기사를 읽고 싶은 마

음이 생기도록 적절한 크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식지는 사람의 눈을 끌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과 그래픽 적당한 클립,

아트 등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림 가장자리 장식 사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그래픽,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를 묘사하는 그래픽 제목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5)

또한 이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이전 소식지로의 링크를 삽입

할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내용(2)

도서관 소식지의 내용은 되도록 간결하고 읽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길이가,

다양한 기사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혼합시켜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6) 소식지

5) Smith, Kamran L. 2001. “The perils (and pleasures) of writing an online newsletter.”

Library Hi Tech News, 18(4):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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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긴 기사를 게재하고 싶다면 기사의 첫머리에 흥미있는 사항을 위치시켜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마지막 기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이용자 수준에 맞는 문장 용어 등을 사용하며 적당한 단락이, ,

나 여백 적절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식지에 실릴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벤트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

새로 들어온 자료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이 있다, 7).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에서는 신간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자료 도서관 서비스 새소식 공지사항 등을 섹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 · .

이전에 받아본 소식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

하기 쉬우므로 소식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인화면 구성3.2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식지의 메인화면에는 매 호마다 메인이미지를 사용

한다 메인이미지는 미리 설정한 주제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무료이미지 구입. , ,

하는 이미지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제작한 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

소식지팀에서는 무료이미지를 구하기 어렵고 무료라고 하더라도 제작(1) ,

업체 자 의 이름을 워터마킹 처리하여 이미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 ,

도서관 주변의 계절풍경을 촬영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식지가 해당(2)

계절에 한발 앞서 발행되므로 적절한 사진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3)

미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선정과정을 거쳐서 구입,

한 이미지라도 분위기 등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인이미지를 직접 제작한다.

메인이미지는 매 호마다 차별화된 색상을 사용하며 제 호의 경우처럼 플래, 8

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 호 제 호에 사용된. 5 ~ 8

메인이미지는 표 과 같다< 1> .

6) Siess, Judith. 2003. “Library newsletters.” One-Person Library, 20(4): 5-6.

7) Schrock Kathleen. 2000. “Newsletter design to make them take notice.” Library Talk,

13(1):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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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의 목차에 사용하는 이미지나 이미지로 처리한 섹션 제목 등은 메,

인화면 디자인과 조화를 맞추어서 준비한다 섹션 제목은 한글 영문 등과 같. ,

이 하나의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정돈되어 보인다 섹션 제목을 이미지로 처.

리할 때에는 섹션마다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도 반대로,

메인화면에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 가지 색상을 적용하여 현란

함을 방지할 수도 있다.

소식지에는 사람의 눈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들과 그래픽 외에 사람의 마

음을 끄는 제목과 표어를 사용해야 한다.8) 표어는 소식지 중심 문구와 섹션별

문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중심 문구는 메인이미지의 분위기를 고려.

하여 작성하며 메인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시킨다 중.

심문구는 메인이미지와 함께 소식지를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8) Mcabee, Pat. 1999. “EXTRA! EXTRA!” Library Talk, 12(1): 16-17.

발행호 메 인 이 미 지 주 제

제 호5

2004.09
청명한 가을하늘

제 호6

2004.10

황금색으로

물드는 가을들판

잠자리

제 호7

2004.11

햇살에 비친

붉은 단풍

제 호8

2004.12

눈 내리는 겨울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배경음악+

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식지 메인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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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별 문구로는 섹션 제목과 섹션 제목 아래에 위치하는 기사 제목 요약,

문 등이 있다 기사 제목은 해당 기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문.

장으로 작성하며 요약문은 기사 본문을 읽을 때 식상하지 않도록 되도록 본, ,

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요약문의 문미는 소식지이.

니만큼 권유를 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까 알고 싶다면 보세요‘~ ?, ..., ~ .’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섹션에 실리는 기사를 안내할 때 사용할 작은 이미지는 기사 분위기에 맞

게 직접 촬영할 수 있다 내용 중에 포함된 음악이나 동영상 자료 등은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링크를 설정하거나 아이콘 등을 삽입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섹션 및 기사 구성3.3

소식지에는 자료 소개 서비스 소개 새소식 공지사항 자료실 이용 안내, , · , ,

사진전시 등의 내용을 실을 수 있다.

자료는 신간자료와 이미 입수된 자료로 구분하여 서비스는 대출 반납 등, ,

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과 같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하고 싶은 서비스 노트북대여서비스 등과 같이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싶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할 수 있다.

새소식공지사항에는 신규로 구독하는 학술 도입하는 서비스 방학 학DB, , ·‧
기중 개관시간 시스템 도입 및 교체 도서관 공사일정 등을 실을 수 있다, , .

새소식공지사항의 기사 수는 메인화면에서 새소식이나 다른 섹션에 배정한‧
공간 등을 고려해서 준비한다 특히 새소식에 배정한 공간보다 너무 적은 수.

의 새소식 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메인화면의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 있으

니 주의해야 한다.

섹션에서 다룰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고 싶을 경우에는 기사 본문에 섹션의

성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는 특집기사라고 할 수 있는 이달의<

포커스 기존 자료를 안내하는 숨은자료찾기 이화인이 많이보는 신>, < >, < ...>,

간을 안내하는 새로 들어온 자료 도서관이나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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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는 풍경스케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알았으면 하는 서비스를 다루< >,

는 알면 편한 서비스 분관 및 자료실 관련사항이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도< >, <

서관 자료실 탐방 그리고 새소식 등의 개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새소식· >, < > 8 , < >

기사는 메인화면 구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5 .

섹션이 정해지면 기사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년간의 기사 아이템1

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표 는 시기적 특성이나 학사일정을 고려한 이화. < 2>

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의 기사 아이템이다.

기사는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작성하며 적당한 이미지를 삽입함으로써 정,

보습득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주도록 편집한다 같은 섹션이라도 매 호마다.

기사 내용에 따라서 편집을 달리하여 싫증나지 않도록 하며 긴 기사는 지루,

하지 않도록 편집시점에서 일정한 분량만큼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 구성할 수

도 있다.

기사 하단부에는 기사 작성자나 담당부서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

켜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섹션
발행호

이달의 포커스
도서관·
자료실탐방

알면 편한
서비스

풍경
스케치

숨은자료찾기
이화인이
많이보는...

5 2004.09 교외접속서비스 음악감상실
소규모,
수업지원교육

교육학 토플 토익자료,

6 2004.10 리포트 작성방법 학위논문실 ○ 여성학 취업자료

7 2004.11 참고문헌 작성법 정기간행물실 상호대차서비스 의학간호약학 별자리 자료

8 2004.12 크리스마스 법학도서관 ○ 자연과학 여행자료

표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 기사 아이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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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온라인 소식지 내용4.

기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의 흥,

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기사 내용에 언급되는 자료의 대표 페이지나 동영

상 음악의 일부를 맛보기로 제공하기도 한다· .

이달의 포커스4.1

다른 섹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사를 다루는 부분으로 학술적인 성격을

지닌다.

포커스 기사 중 교외접속서비스 리포트 작성방법 참고문헌 작성법 은‘ , , ’

참고질의가 많거나 소식지 게재 요구가 많은 사항을 아이템으로 채택한 경우

이며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는 월의 대표적인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 !!!’ 12

중심으로 재미있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채택한 경우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외접속서비스

참고질의가 많아서 채택-

서비스 안내 문제해결방법 및 홈페이지에서의 교외이용 확인- , ID/PW

방법 안내

∙만점 리포트 작성방법

이용자의 요구로 채택-

기본적인 리포트 작성방법 단행본 학술지 등의 기초자료유형 소개- , ·

국- 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기사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술 소개DB

∙만점 리포트의 완성 참고문헌 작성법!

참고질의가 많아서 채택 학위논문 제출시기를 고려- ,

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인용방법을 단행본 저널의 기사 등으로 구- ,

분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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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따뜻한 월을 보낼 수 있는 그림책 영화 요리법 등 소개- 12 , ,

캐럴 감상하기 및 영화 맛보기 제공-

학술적인 성격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미리

기사를 보여준 후 피드백을 받아 기사를 수정하기도 하며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순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그림. [ 1]

은 교외접속서비스 기사에 포함된 동영상으로서 아래 화면이 순차적으로‘ ’

나타난다.

기사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에 맞추어 준비하는데 표 에서 이달의 포< 3> ‘

커스 기사에 사용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도서관 자료실 탐방4.2 ·

중앙도서관의 자료실 법학 신학 음악 의학도서관 등의 분관 국제정보, · · · ,

센터 교수학습자료센터 등의 유사분관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소식지 발행시· ,

기에 이용이 많은 자료실 분관 등을 아이템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용이 많, .

더라도 이미 이전 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어진 시청각자료실 대출실 등은,

아이템에서 제외하였다.

이용자가 식상하지 않도록 자료실이나 분관 등의 일반사항은 되도록 배제

→ →

그림 교외접속서비스 동영상 이용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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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문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안한 휴식공간 음악감상실,

여름방학 공사 후에 재개관한 음악감상실 검색 및 이용방법을 문답형-

으로 안내

추천 음악 감상하기-

∙논문의 학위논문실,寶庫

-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을 검색하고 서가에서 실물을 찾는 방법 안내

타 대학 학위논문 확인 및 입수 방법 안내-

∙최신 정보가 가 득 정기간행물실~ ,

정기간행물 검색 및 소장처 자료실 확인 방법 안내- ·

정기간행물실 신간 정기간행물실 구간 차이 안내 서비스 이- ( )· ( ) , SDI

용 안내

∙예비 법조인의 특별한 공간 법학도서관,

지도를 이용한 법학도서관 위치 안내 법학도서관 소장 비도서 리스- ,

트 안내

법학도서관 소장자료 중 년도에 이용이 많았던 편의 영화 맛보- 2004 3

기 제공

기사 이미지는 자료실 분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사·

용한다 도서관 자료실 탐방 에 사용한 이미지는 표 과 같다.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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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상실 기사에 실린 곡은 국악의 이해 서양음악의 이해 오페라의‘ , ,

이해와 감상 교양합창 등의 교양 선택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

곡 중에서 선정하였다 그림 는 이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메인. [ 2]

화면에 위치시킨 음악감상하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관련 기사로 이동 원‘ ’ ,

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섹션

발행호

이달의 포커스 도서관 자료실 탐방·

기사 제목 기사 이미지 기사 제목 기사 이미지

제 호5

2004.09

교외접속

서비스

편안한

휴식공간,

음악감상실

제 호6

2004.10
만점 리포트

작성방법

논문의 ,寶庫

학위논문실

제 호7

2004.11

만점 리포트의

완성!

참고문헌작성법

최신 정보가

가 득~ ,

정기간행물실

제 호8

2004.12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예비법조인의

특별한 공간,

법학도서관

표 이달의 포커스 도서관 자료실 탐방 기사 이미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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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자료찾기4.3

미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좋은 자료를 안내하는 부분으로 학술적,

인 성격으로 진행된다 전공분야별로 사전 백과사전 통계 학술 주요 웹. , , , DB,

그림 음악감상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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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등의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소개하는데 통계자료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 대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의 주제분야가 골고루 포함될, , ,

수 있도록 선정하며 메인화면에 전공자를 위한 자료 등과 같이 대상, ‘~ ~ ’

층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한다 섹션의 성격을 알리기 위해서 매.

호마다 섹션 설명을 삽입하고 있다.

대상 이용자 층과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학 통계 동향자료[ ] ,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시스템 한국교육연감 등 안내- , ,

∙ 여성학 주요 이론 이슈 통계자료[ ] · ,

이론 이슈 관련 단행본 여성통계연보 통계자료 등 안내- · , , UN

∙ 의학 약학 간호학 통계자료[ · · ]

보건복지부 통계정보시스템 국립보건원의 전염병정보망 등- , Disweb

안내

∙ 과학기술 전문 사이트 무료 웹[ ] , DB

전문검색엔진 의 과학기술 등 안내- Scirus, KISTI DB

숨은자료찾기 기사는 매 호마다 동일한 기사인 듯한 착각을 줄 수 있‘ ’

으므로 그림 과 같이 적은 부분이라도 디스플레이 방법을 달리하여 차[ 3~6]

별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상 전공분야 이용자라도 지루하기 쉬우므로 대표 페.

이지 및 이용 안내 동영상 등을 준비하여 기사로 제공한다.

논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이 실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

서명이나 주제어 등으로 원하는 자료가 쉽게 검색되지 않아 마음이 바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은자료찾기 는 이러한 다양한 숨은 자료를 안내하. [ ]

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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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숨은자료찾기 제 호[ 3] 5 그림 숨은자료찾기 제 호[ 4] 6

그림 숨은자료찾기 제 호[ 5] 7 그림 숨은자료찾기 제 호[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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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인이 많이보는4.4 ...

실용적이거나 오락적인 측면을 강화시킨 부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섹션 제목은 이화인이 많이보는 이지만 순위를 매. ‘ ...’

겨서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아이템의 주제에 잘 맞는 자료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이화인이 많이보는 기사 주제 및 선정 사유는 표. ‘ ...’ <

와 같다4> .

보고 듣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호에서는 가을 밤하늘 별자리 및7

삽입한 시를 동영상으로 처리했으며 제 호에서는 여행 기사에 어울리는 배, 8

경음악과 함께 밑그림을 삽입하였다.

섹션

발행호

이화인이 많이보는...

주제 기사 제목 선정 사유

제 호5
2004.09

토익,
토플

취업 유학에 활용할 수
있는 토익 토플자료,

새학기가 되면서 취업 유학을 준비하는,
이용자를 위한 자료 안내

제 호6
2004.10

취업
취업 완전무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기소개서 영문이력서 등 본격적인 취업,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 안내

제 호7
2004.11

별자리
가을 밤하늘의 낭만
별자리-

취업 유학 등으로 바쁜 마음을,
가을 밤하늘을 보며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자료 안내

제 호8
2004.12

여행 당당한 그녀들의 여행
겨울방학에 여행을 계획하는 이용자를 위한
자료 안내

표 이화인이 많이보는 기사주제 및 선정사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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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편한 서비스4.5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꼭 알았으면 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이

다 이전 소식지에서 새소식이나 등과 같은 짧은 기사로 소개된. Tips&Tech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이템이 될 수 있다 풍경스케치 기사와 격호.

로 게재한다.

기사는 서비스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

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작성한다 소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양식은 기사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섹션

발행호

이화인이 많이보는...

기사 제목 기사 내용에 사용한 이미지

제 호7

2004.11

가을 밤하늘의

낭만 별자리-

제 호8

2004.12

당당한

그녀들의 여행

표 이화인이 많이보는 기사내용에 사용한 이미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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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스케치4.6

풍경스케치는 해당 호 발간시기 즈음의 도서관이나 도서관 주변 그리고 다,

양한 학생활동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부분으로 사진에 어울리는,

설명을 함께 삽입할 수도 있다.

제 호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바쁜 도서관과 이용자의 모습을 제 호에서는6 , 8

도서관 주변의 가을 다양한 학생활동 미술관에서 열린 팝업북 전시회 등을, ,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 호보다 사진의 수를 늘리고 배경음악도 삽입한 제. 6 8

호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선택한 사진이 날아가서 큰 사진으로 펼쳐지도,

록 편집하였다.

풍경스케치는 주의합시다 찢어진 책장 분야 도서 전시회‘ - ...’, ‘~ ’,

도서관 행사 등과 같은 주제를 정한 후 관련된 사진으로만 구성할 수도‘~ ’

있다 알면 편한 서비스와 격호로 게재된다. .

새로 들어온 자료4.7

도서관에 새로 입수된 자료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소식지 발행일을 기준으

로 한달 한달 반 정도 전에 입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소개하는 자료의 유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단행본 인쇄본 온라인, , ·

저널 비도서 학술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기사에, , DB .

실리는 자료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자료와 흥미있는 학술자료 단행(1) , (2)

본 연속간행물 음악 영화 등과 같은 비도서자료 등을 골고루 포함시킨다는, , ,

기준 아래 선정한다.

자료의 서지사항 청구기호 소장처 자료실 대출가능여부 목차 내용 줄, , · , , · ·

거리 인터넷 참조자료 등을 기술하며 대표 페이지를 이용한 동영상, URL , ,

음악 영화자료 맛보기 등을 제공한다· .

음악자료의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수에게 선정을 요청하기도 하며 대상으로,

삼을 신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서실에 입수된 실물을 보고 선정한 후

해당 자료를 긴급정리하기도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는.

그림 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디스플레이 양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 화[ 7, 8] .

면에 안내되는 자료는 개이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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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영화자료를 선택해서 대표 페이지 동영상과 맛보기를 연[ 9] DVD

결하는 화면이다 영화자료 대표 페이지는 비디오 케이스 등에서 추출. , DVD

하므로 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음악자료는 연주자 곡 목차5~6 , , ,

등의 자료를 포함하기도 하므로 대표 페이지 수가 영화자료보다 많아질 수

있다.

그림 새로 들어온 자료 제 호[ 7] 5 그림 새로 들어온 자료 제 호[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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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4.8

새소식 및 각종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으로 신규 도입 서비스 신규 구, ,

독 학술 개관시간 등을 실을 수 있다DB, .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학술 이용방법이나 서비스 사용방법 등을 이미지DB

로 제작하여 삽입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섹션보다,

문의처 정보가 중요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필

요가 있다.

새소식에는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이벤트 정보도 안내할 수 있는데 제 호에, 8

서는 참고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대표 페이지 동영상 맛보기 화면으로 연결[ 9] ,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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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5.

대학의 학술연구활동의 중심에 위치한 도서관은 학술 전자잡지 전자도DB, ,‧
서 등과 같은 전자자원을 수집 평가 선정하여 제공하며 원문복사서비스 상, , , ,

호대차서비스 희망도서신청 등과 같은 서비스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료와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 도서관 홍보방법 중 하나인.

소식지는 점차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소식지는 종이매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글자 소리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 ,

별도의 인쇄비용이나 발송비용 없이 알리고 싶은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 소식지를 제작할 때에는 소식지의 목적 대상 비용 등을 다각도로, ,

고려해야 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메인화면 디자인과 기,

사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도서관 온라인 소식지가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나가거나 오탈자 등이 발생할 때에는 소식지의,

완성도가 낮아 보이며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송하기 전에 문장이나 어휘 띄어쓰기 오탈자 문법. , · · ,

기사 내용의 정확성 전체 구성 등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

둘째 삽입하는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경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거나 메일,

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열심히 제작한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발송해야 한다 교내 메일 다음 네이버. , ·

등의 메일에서 제대로 열리는지 캠퍼스 외의 공간에서도 소식지의 이미지, ,

동영상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수단 중의 하나인 온라인 소식,

지 자체를 신규 서비스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교내 방송 학. ,

보 등과 같은 교내 언론매체나 도서관 위원회 교수회의 교무회의 등에 안내, ,

하고 소식지가 발행될 때마다 본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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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용교육이나 참고답변을 할 때 관련 내용이 실린 소식지를 적극 활용,

한다 본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리는 소식지 홍보문은 소식지 목차를 그.

대로 이용하지 말고 간결하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넷째 소식지를 발송한 후에는 메인화면 조회수 섹션별 조회수 등을 확인, , ,

분석해야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호에 반영하여 보다 이용자 요구에 근접.

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소식지 개편시 기초자료로 삼는다, .

다섯째 회의록 및 발행 경험 등을 참조하여 소식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 내부에서 돌아가며 소식지를 담당할 경우 가이드라인은. ,

이전의 이력을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

다 한번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신. ,

기술의 등장 및 다양해지는 이용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계속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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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구상

정 길 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

시작하는 말1.

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 정보 유통 체계의 주축이 되던 도21

서관의 서비스환경은 기존의 정보기록매체와 정보관리 유통 그리고 정보서비,

스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수요가 다양화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정보축적 및 정

보전송을 디지털화하여 문헌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 등의

디지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변 환경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책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이관 결정에 따른 우리 스스

로 국가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조직개편 정보화환경변,

화에 따른 전문분야별 주제전문사서의 육성 국립 디지털도서관건립 등 지식,

이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004 10 11 18 8

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 장래를 전망한 국립국회도서관의 운영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 ,

브 구축의 향후과업 을 주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

기 조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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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도서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들이다.

이들 과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으로 도서관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효용성을 인

정받는 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 내의 가,

장 충실하고 중추적인 정보 센터라는 인식을 끌어내어 오늘날 정보의 가치와

함께 도서관의 가치를 더욱 제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식정보화환경에서의 국가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국

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출범2.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월 일 개관하였다 이 시기의1945 10 15 . 국립도서관「 」은

여러 면에서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사

회적 혼란과 전쟁의 발발로 국립도서관의 발전도 상당기간 지체되었다6.25 .

국립도서관이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고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년 월 일1963 10 28

도서관법『 』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다 이법에 의하여. 국립도서관「 」의 명칭

이 현재의 명칭인 국립중앙도서관「 」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도서관법『 』에서는 국립도서관에 대한 조문을 독립시키지

않고 공공도서관을 장으로 하는 하나의 절로 배치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 수

행과 동시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도서관법『 』은 년 개정되고 년의1987 1991 도서관진흥법 제정 년, 1994『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되면서 비로소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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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지위와 업무가 독립적으로 분장되어 법 제 장 국립중앙도서관( 2 “ ”

제 조 내지 제 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완전한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15 18 )

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시작한지도 내년이면 개관 60

주년이 된다 년 월 개관 초 만 천여책의 장서와 명의 직원으. 1945 10 28 5 , 16

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만 국가문헌을 소장하500

게 되었으며 직원 수도 명에 이르렀다, 227 .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당시와 현재의 주요통계< >

도서관사업 면에서도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전자도서관 구

축과 관련하여 목록정보 구축 목차정보 구축 본문정보 구축 도서DB , DB , DB ,

관정보화종합사업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 등을 추진하여 왔다, .

이러한 양적인 발전은 한국전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년(6.25) , 1963

에 도서관법 이 제정되고 년 납본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룩한 불과“ ” 1965 40

여년사이에 이룩한 성과이니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분히 수행하였나 하는 반성도 있다 국가문헌의 완벽한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

가대표도서관의 절대 절명의 역할 직제 및 예산확보 정부와 국민들의 도서, ,

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도서관조직원의 전문성 함양 도서관과 도서관학, ,

에 대한 연구 활동 국내 도서관과의 협력확대 및 국제교류 강화 등 여러 가,

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음이 현실이며 이것들은 도서관 변화의 핵심을 이,

루는 것들이다.

다음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

지 표 개관시(1945) 현 재(2004.8)

장 서 책284,457 천책5,018

직 원 명16 명 사서직 명227 ( 122 )

예 산 원383,926 원50,302,652,000

이용자 명13,289 명 일평균 명6,13,535 (1 3,810 )

조 직 부 과3 7 부 과 담당관 학위논문관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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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현황3.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적 측면3.1.

일반적인 국가대표도서관의 중요기능은 국내외 자료의 수집보존 및 공중에․
의 이용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과 각종 서지의 작성 전산화를 통한, ,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직원연수 및 다른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의거하여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공중에의 이용1) ․ ․ ․ ․ ․ ․
국내자료의 제출관리2)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5) ․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7) ․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8)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9)

이와 같은 역할은 일반적인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같

으나 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에서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

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봉사업무 등 직접적 서비.

스 업무를 줄이면서 전체 도서관의 발전 및 국가 지식정보의 효과적 보존 개,

발 등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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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3.2

조직은 부 지원연수부 열람관리부 개과 담당관 서무과 지원협력과2 ( , ) 6 1 ( , ,

사서연수과 정보화담당관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학위논문관으로, , , , ),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명으로 사서직이 명 행정직 명 전산직 명 기술직227 122 , 33 , 9 , 5

명 별정직 명 기능직 명이며 각과별 인원수는 서무과 명 지원협력과, 6 , 52 , 31 ,

명 사서연수과 명 정보화담당관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15 , 9 , 24, 48, 21,

직과 학위논문관 명이다21, 34 .

조직과 인원에 관련하여서는 열람봉사서비스 인원의 비중과 납본수집과 자

료조직과 같은 국가문헌 수집 정리와 관련한 업무 비중이 매우 높아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와 인력배치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41% .

는 도서관정보화 환경을 현재의 조직체계가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하여

이를 통한 도서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는 문제와 접하게 관

련되어진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조직 개편의 방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 업무가 중심업무로 자리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각종 표준지표의 개발보, ,․ ․
급 및 관종별 도서관에 대한 조정과 지원의 기능을 확대 수행할 수 있는 조

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전체 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시설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3.3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본관과 학위논문관 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관2 .

에는 자료보존관이 있어 국가문헌의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년, 2008

개관을 목표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시설의 재편 계획으로는 학위논문관을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으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학위논문관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 학위논문.

서비스 기관이 우리관 이외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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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국회도서관 각 대학교가 있어 중복서비스에 의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 , ,

본되는 어린이 청소년 자료의 활용과 이용 수요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도서

관으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계획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지식정보체계의 변

화 수용과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새로운 형태의 자료 및 매체의 생산이 증가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이 접근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신설과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

할 국가차원의 시설과 시스템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건립 위치는 우리도서관.

전면 광장을 활용할 것이며 연면적 평 지상 층 지하 층 으로, 11,500 ( 3 , 4 ) 2008

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도서관정보화사업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자료의 디지털

화를 추진하였고 각 공공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실의 개관을 통하여 전국적으

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립디지탈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들 네트웍과의 상호 연결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 추진3.4

우리관은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영구보존하는 도서관으로 국내

다른 도서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문헌의 최종보루로서의 역할을 지향하

고 있다.

년 월말 현재의 장서는 천만책으로 이중 한국서가 천책2004 8 5,080 . 3,323

으로 전체장서의 를 차지하고 있다66.3%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현황< >

구 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 서 비도서 계

수량 천책점( )․ 3,323 227 36 432 257 743 5,018

점유율(%) 66.3 4.6 0.7 8.6 5.2 1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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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서 규모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 ,

장서량이나 부족한 장서확보를 위하여 국내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등을 통하,

여 장서를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장서확보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다 현재 장서 수집을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년 이후 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정비 및 확충1) 1945

년 해방 이후 발행된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자료 목록을 검1945

색하고 소장처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처 확인은 국가자료공동목록시.

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lis-net), (KERIS),

국회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에서 미 소장자료를 확인하고 이들(KIST), ,

자료에 대하여 납본 유도 영인 복제 기증을 추진하고 있다, , , .

자료기증을 위한 사업으로 햇살가득 다락방 이란 명칭으로 기증을 유도“ ”

하여 많은 성과 년 월부터 시작하여 개월에 만책 수증 를 거두었다(2004 7 3 5 ) .

해외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2)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문서수집 및(NARA)

외국소재 한국관련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원문. DB

로 구축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여 보존과 이용에 힘쓰고 있다.

국내 타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자료수집으로 고가의 저널 및 전자출판물

를 공동구입하여 보급하는 도서관의 정보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DB .

국내납본제도의 혁신 및 자발적 참여 유도3)

국내 출판물 납본율을 높이고 신속한 납본을 위하여 대한출판협회를 주축

으로 잡지협회 전국신문협회 각종 출판물유통사를 연계한 납본컨소시엄 체, ,

제를 운영하여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납본을 유도한다.

디지털 콘텐츠 확충4)

우리 관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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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그간 서지 만 건 소장 만 건을 서비스하여 왔으며DB 350 , DB 1,283

년에도 전국공공도서관 행정부처 자료실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신규수집2004 , ,

자료 목록데이터 만 건을 구축하여 전국도서관이 공동 활용토록하고 있162 ,

으며 또한 연속간행물 중 학술자료를 선별하여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를, DB

구축하고 주요 도서관자료의 원문정보를 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DB .

국가문헌자료 보존의 과학화 추진5)

도서관자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종이자료의 전문보존처리 기능 수행

을 위한 대량산성화예방처리장비 종이강도측정기 등의 장비를 보강하였다, .

고전적에 대한 포갑 및 배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이자료의

매체변환 및 축소를 위하여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별 전문사서의 육성3.5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

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중장기 인력개발의 일환으로 주제전문사.

서로서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직원을

대상으로 전공 경력 희망에 따라 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전문, , 31

사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내 외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하여 도서관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화 시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도서관이 연결되고 국가의

정보력이 국력으로 대변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정책과 국가도서관의 운영을 어

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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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구상4.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4.1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그 위상

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차별화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도서관정책기능 이관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 (

앙도서관으로 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존의 업무 수행과 향후 정책기관)

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

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핵심역할을 세분화하고 특화하며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을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체도서관을 대표하고 도서관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관종별 도서관운영모델개발 정보화 및 자료개발과 관련한 표준, ,

화 기준제시 협력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국민이 도서관서비스에 소외, , , .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체 도서관에 보급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 개편한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열람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 맞는 시설 인력 자료 및 예산을 확보한, , ,

다.

국민에 봉사하기 위한 서비스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자료에 대, ,

한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추,

진한다 특히 각 관종별 도서관의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전체 도.

서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의 규모를 가늠해

야 한다.

셋째 각 관종별 도서관과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의 주요도서,

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도서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각 부처와 관종별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분담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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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전략4.2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도서관서비스에 대

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대국민 도서관서비스에 비중을 두어온 국립.

중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도서관을 종합적인 국.

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이러한 형태는 주로 개발도상국형 국

립도서관모델을 따른 것으로 이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는 도서관에 대

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국민서비스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발전.

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학자나 전문연구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연,

구개발을 통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조정지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 ․
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대표도서관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1.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기능 부서를 신설한다.

매년 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2.

비하고 직원의 주제전문사서의 육성을 위한 사서연수원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업무에 있어 국내 도서관들과 중복으로 수행하는3. , ,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생산 데이터 생산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MARC , e-CIP ,

부여 등을 관리할 정보분석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DOI .

단위 도서관의 자료정리업무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도서관서비스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그 동안 도서관서비스에서 소홀히 다4.

루어 온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활동을 강화 개정(

도서관법시안에서는 이를 별도 항목에 삽입하고 있음 하여야한다) .

이러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장서개발 및 연

구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 혹은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

가 이들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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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협력망의 하부단위에 속하는 단위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5.

재정과 인력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정책이 이관되면 이러한 지.(

원이 가능함 또한 시범도서관 지정 및 도서관운영모델 개발 보급하는) ,

일에 근거하여 현재의 자료구입비 지원 수준이 아닌 미래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지원 하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 국립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규모는 자료의 흐름과 기존에 수행중인 업

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편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

해야 한다 도서관관련 조사연수와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도서관기획 정책부.

서 신설 주제전문분야 참고봉사 기능수행을 위한 주제별자료과 신설 등 새롭,

게 강조되는 도서관의 역할과 업무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효율적

인 조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참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안( )【 】 〕

▢ 지원연수부를 기획연수부로 변경

서무과ㅇ → 총무과

지원협력과ㅇ →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설립 육성 독서진흥 종합계획 수립 조정,･ ･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국민독서진흥 활동 지원 육성, ･
도서관관련단체 육성 지원 등･

사서연수과ㅇ

정보화담당관ㅇ

▢ 열람관리부를 자료관리부로 변경

열람봉사과ㅇ → 자료기획과

납본과ㅇ → 주제정보과

자료조직과ㅇ → 정책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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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4.3

우리도서관은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 비하여 장서 인원 시설 규모가 적, ,

다 국가대표도서관의 수준은 그 나라의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반영하는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은 도서관자료의 규모와도 비례하는 것으로 장서량의

증가와 관리를 위한 장단기 도서관장서개발 계획을 수립되어야 한다 우“ ‘ .

리관은 현재 여만책을 년까지는 만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500 2020 2,000

립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반영되어.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디지털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물수,

집 디지털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수집도 병행되어야한다, .

시설확충부문에서는 서고시설로 현재의 본관과 학위논문관을 합하여 약

만권이다 이는 현재 연간 자료증가량이 약 만권으로 불과 몇 년 후가650 . 35

지나면 수장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존을 요하는 장서의 공동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의 자료보존관을 국립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고전 자료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4.4

국립중앙도서관은 만여권의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 대 고전적25 3

소장기관인 규장각 장서각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

들 두 기관이 소장고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

리관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현실로 인하여 귀중한 우리의 전적들이 학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소장 고전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현재 미흡하나마 고전적 자료의 해제 등의 작.

업이 수행되고 있기는 하나 고전운영실의 연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

내 고전적 연구센타를 건립하여 명실 공히 국가 전적연구센타 역할을 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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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평가지표의 마련4.5

도서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위한 평

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서관의 고객인 이용자의 기대에 의.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는 도서관서비스품질 평가기준서 자료보존을 위, ,

한 각종 법령 및 제도 보완과 비상 등 재난에 대비한 구난대비책과 보존서고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 등 각 도서관 관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작성은 장차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게 될.

우리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도서관협력을 위한 전략4.6

도서관협력망 구성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도서관간 상호대차의 전국

적 확대 지역별 도서관별 분담수서 등 도서관간 협력과 협조를 활성화하여,

단위도서관의 열악한 장서환경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망의 중심도서관으로 콘텐츠를 확충하여 지원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점 지원하여 단위도서관 통할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

한 공공 대학 전문 특수 등 각 관종별 도서관과의 협력체제구축도 조속히, , ,

실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서관발

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대 도서관인의 국제화를 위하여 인적교류 및 상호방

문의 활성화와 각종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년 서울2006 WLIC,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CDNL .

맺는말5.

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는 정보의 단편적인 가치보다는 정보의 선정 첨21 ,

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분석 조직 재편집 체계화에 의한 정보의 지식화에, , ,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지식화 작업은 도서관의 업무.

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한 국가가 확보하고 활용하는 지식과 정보는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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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그동안 다수의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시.

키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력 신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문헌의 최종 보루로서의 역할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정책,

부서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문헌의 납본수집 보존 국가서지의 작성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국가, , ,

문헌정보체제 협력망 구축 디지털도서관의 구현 등은 핵심 업무로 강화되어,

야 하며 국가도서관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 기획, ,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문헌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디지털화를 추진하.

여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를 체계화 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 자칫 외래문화에 치우치기 쉬운 문화예속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도서관과의 협력관계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의 발전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결부

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효과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

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

이러한 우리의 모든 변화와 발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지식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문화 복지를 구,

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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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 및 보존관리

최 경 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 변화 및 인간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왔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류의 문화유산.

인 정보를 축적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디지털 패러다임,

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상의 가치있는 정보 자원의(Paradigm)

수집과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문헌 정보의 망라적 수집 보존의 책임기관으로서 올바른 구심·

역할수행과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보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자원 납본체계 연구, ,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분야 국가적인 표준모델 제시 등을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가치있는 웹자원의 수집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립중앙도서관·

의 업무 과제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월부터 인터넷상의 가치있는 웹정보 자2003 12

원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국회도서, .․
관에서 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짧은 기간2002 WARP

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온라인 디지

털자원 수집 및 보존관리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수집 추진현황 및 업무절차1.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해 년 월2001 12

관련 시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의 미비로, 2003

년 월 실질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전담 수집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온라12 ,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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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지털자원의 수집을 위한 기본틀을 갖추었다 초기에는 주로 년 개. 2001

발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관련 국내외 사례조, ․
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년 월 인문 사회 자연과학, 2004 2 , ,

분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 운영위원회를 발족하

였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본격적인 수집은 년 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04 3

명 팀장 명 전산직 명 사서직 의 인원으로 출발한 전담 수집팀은 현재3 ( 1 , 1 , 1)

총 명의 다양한 학문분야 전공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22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 중에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유형은 정

부기관이 생산한 온라인 디지털자원으로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책자료 통계, , ,

자료 등 주로 사이트 내 공개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WEB .

료는 인쇄형태의 자료 중 스캐너 등을 이용 디지털 형태로 가공한 자료도 있

지만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출간하여 인터넷 서비스 중인 자료도 많으므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현세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월 기준으로 여건의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수집하였으며 특2004 8 20,000 ,

히 지역축제 국회의원 선거 신행정수도이전 등 한국 내 사회적인 이슈인 디, ,

지털자원도 수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월 일 대한민국 제 대. 4 15 17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 여건을 수집한 바 있다 지난 월에는 인900 . 7

문 사회 자연과학 개 주제 분야별 가치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위치정, , 28

보 개 를 관련 주제 분야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수집대상 범위1,400 (URL)

와 수집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참고.< 1 >

표 주제분야별 온라인 디지털자원 추천현황< 1>

구 분 주 제 명 추천수량

인문과학

개 분야(10 )
문헌정보어학문학역사지도컴퓨터음악미술철학종교관광, , , , , , , , , 500

사회과학

개 분야(9 )
경제경영기업정보행정정치법학교육학풍속민속사회학, , , , , , , / , 450

자연과학

개 분야(9 )

의약학생명과학건축기계전기전자천문지구과학수학/ , , / , / , , , ,

물리화학,
450

총 개 주제분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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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상의 가치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

집업무는 크게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참고 단계는 수집대상 디6 < 1 >. 1

지털자원의 선정 단계로서 현재 온라인 디지털자원은 선정지침에 의해서 수

집팀에서 인터넷상의 각종 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각 주제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 예정인 디지털자원심의 분과위원 및 주제전문사서가 주기적으로

추천한 디지털자원들도 수집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단계는 단계에서 선. 2 1

정한 디지털자원을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웹자원을 수

집하고 단계에서는 수집한 디지털자원의 목록작업 단계로 제목 발행, 3 , URL,

자 요약문 등의 기본 항목의 입력과 주제 분류를 수행한다, DC .

단계는 주제 전문사서에 의해 목록점검과 수정 수집 웹자원의 보존 가치4 ,

성 최종판단 보존대상 디지털자원의 저작권 처리를 하며 단계에서는 보존, , 5

처리의 단계로 수집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보존 파일포맷의 변환, CD-ROM

및 저장 등의 작업을 한다 마지막 단계는 단계에서 보존결정된 온라DVD . 6 5

인 디지털자원을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 : Korea Library

에 등록하여 보존 및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는Information System)

단계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로 등록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다 현재 수집한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해서는 단계 목록작성까지 완료. 3

하였으며 우리 도서관이 추진 예정인 주제 전문사서 제도가 도입되면 단계, 4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업무 순서도[ 1]

온라인디지털자원 수집대상 자료선정2.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는 자료의 보존 및 후세대의 이용가

수집대상 선정1. 웹자원 수집2. 목록작성3.

보존가치 판단4. 보존처리5. 등록6. K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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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미리 예측하여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호주 프로젝PANDORA

트 수집지침을 참고하여 년 월 온라인 디지털자원 선정지침을 마련하2004 2

였다.

수집대상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범위를 한국어로 작성된 한국 도메“ (.kr)

인 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생성되는 자료에 대한 납본을” .

국내 출판물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을 온라인상으로 확장한 개념이며 수집초,

기에는 우선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점차적으로 수집대,

상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대상 자료를 선정할 때 웹사이

트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각종 디지털정보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인

쇄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 수집대상으로 한다 또한 미래의 정보요.

구에 봉사하는 유용성 정보제공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 , ,

용 정보의 최신성 업그레이드 빈도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있으며 주요내, , ,

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여기에는 국내에.▸
서 간행 또는 제작된 자료 외국에서 출시되었지만 한국을 주제 대상 로, ( )

한 디지털자원 한국인이 집필 생산 한 자료가 포함된다 이때의 판별기준, ( ) .

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메타데이터에 명시된 지리적 위치 최초 저작자,

의 주소와 국적 네트워크에 탑재된 출판물의 일차적 위치 등이다, .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내용 및 형태적 측면에서 국가의 공식적 간행물 보(▸
고서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 주제별 대표적인, , ) ,

참고자료 서지 사전 명감 지도자료 등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핵심( , , , ) ․ ․
자료 등의 순으로 수집한다.

어떤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포맷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표준포맷으로 구▸
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윈원회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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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신행정수도 등 최근 한국 내에서 이슈가 되는 디지털자원,▸
을 수집한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웹에 자신의 생각을 기사처럼 쓰고 게재하는 웹사이트▪
토론리스트 채팅사이트 게시판 및 뉴스그룹, ,▪
인쇄물이 존재하는 온라인 일간신문 등▪

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 운영3.

국립중앙도서관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망라적 수집․
보존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년2004 2

월 추진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운. ․
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림 참조, .[ 2 ]

그림 온라인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 구성도[ 2]

디지털자원심의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명 내외(15 )

주제 전문위원(28)

인문과학(11) 사회과학(10) 자연과학(10) 표준화(6)

문헌정보

어학

문학

역사 지도/

컴퓨터

음악

미술

철학

경제

경영

기업정보

행정

정치

법학

교육학

풍속 민속/

의 약학/

생명과학

건축 기계/

전기 전자/

천문

지구과학

수학

물리

저심위

DOI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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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홍보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심의의결권을 가지, , ․ ․
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 각 주제분야에 대한 개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세대, , , 3

의 중요하고 가치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위치정보 추천 임무를 부(URL)

여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수집 업무와 관련하.

여 저작권 업무 표준화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DOI, .

분과위원이 추천한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보존가치 등을 심의한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수집 시스템 현황4.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서관의 위상변화에 따라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양질의 디지털정보 자원의 확충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

대의 디지털 문화유산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년 월 온라인 디지털자원2001 12

수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 디지털자원수집 시스템은 테스트 환경 구축단계에 있,

는 시범적인 시스템으로서 관련 업무 플로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모델이,

미흡한 상태로 개발되어 년 월 동 시스템을 접근 가능한 온라인 디지, 2004 2

털자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저작자에게 영구보존 및 서비스,

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대보완되었다 주요 시스템 기능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관리▸
자료 수집에는 수집대상 디지털자원의 간략정보 포맷 저작자정보 정, , , URL

보 등의 메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으로 하여금 수집해 오게 하WEB Robot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문서에 대한 자동분류와 요약문 추출.

기능이 있으나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비정형적인 특성으로 정확한 결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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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원 목록작성▸
수집한 온라인디지털자원에 대하여 장기보존 및 이용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 식별 및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목록 작성의 첫.

단계는 수집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한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것이고 할당된,

고유번호를 바탕으로 분류기호참조 분류지원시스템 키워드 생성 등의 기능, ,

지원을 바탕으로 목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목록작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더블린코어 메타 데이터 형식에(DC)

따라 작성한다.

온라인 디지털자원 접수관리▸
목록작성된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하여 보존 가치를 판별하고 가치가 있,

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동의를 요청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동의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저자에게 저작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우편 팩스. , ,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E-mail, .

저작권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작권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E-mail,

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온라인디지털 자원의 익명성 다양성 등으. ,

로 인하여 저작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수히 많은 디지털자원에 대해서,

저작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수집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한 저작권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원 보존관리▸
목록작성이 완료된 온라인 디지털자원 서지정보 및 운영환경 정보를 장기,

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보존관리(Long-Term) .

의 핵심사항은 미래의 접근가능성 이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미래에 완벽“ ” .

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디지털자원의 현재 하드웨어 네트워크 운영, ,

체제 응용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존, . ,

을 위한 저장매체로 현재 혹은 를 활용하고 있다CD-ROM D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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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원수집 향후과제5.

인터넷상의 가치있는 웹자원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앞으로 국립중앙도서,

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치있는 디지털자원의 망라적 수집을 위해서는 열린 추천체계의 도입(1)

이 필요하다 각 주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가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추천받을 수 있는 체계수립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최근 웹자원들은(2) ASP,

와 같은 동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웹자원들은 현재JSP, Flash .

기술로 수집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즉 특수한 형식을 가진 문서일.

경우 이들 문서에 포함된 링크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기술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무수히 많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전부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3)

하다 좀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

당 자료에 대한 자발적 납본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서는 웹사이트 전자잡지 전자책 등 온라인 자원에 대한 납본이 시행되고 있, ,

다 이러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납본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디지털자원의 아카이빙 부문에서는 하드웨어 구비와 디지털 화일을(4)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를 지원해 주는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주기적인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갱. ,

신 보존 디지털자원에 대한 매체변환 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절대적,

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정보 자원에 대한 메터데이터 표현기술에 대한 연(5) ,

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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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웹문서 자료로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현은 더블린코어를,

사용하지만 향후 수집예정인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원은, ,

로 목록을 작성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DC .

이상은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 및 보존관리에 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 및 성과 등에 관한 소개이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분야에 첫발을.

내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오늘 이 자리,

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끝으로 온라인 디지털자.

원 수집 및 보존관리에 있어 한일 두 도서관의 더욱 깊이 있는 업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워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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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토자와 이쿠코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지부도서관과 과장( )

서론1.

국립도서관의 미래「 」라는 공통주제에 따라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서관은 년 월에 새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2002 10 .

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동경 본관과 년 월에 전면 개관된, 2002 5 국제어린이「

도서관」 같은 해 월에 개관된 관서관이 서로 일체가 되어 국립국회도서관, 10

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확히 년. 2

이 지난 올 월에 동경 본관이 새로 단장하여 오픈하게 되었고 관서관 개관10

을 기해 가동하기 시작한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 」도 제 기 가동을 개시하2

게 되었습니다 동경 본관은 새로운 이용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

작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이 추진해온 서비스 개선 사업을 총.

체적으로 완성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내용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 보고와 더불어 현 단계

에서의 평가와 앞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동경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연계2. , ,

관서관의 설립목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서의 대규모 보존시설을 확

보함과 동시에 세기에 부합하는 최첨단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21

기 조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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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비였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경 본관에서 약.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관의 새로500km .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동서 공통의 정보시스템인 전자도「

서관 기반시스템 의 발전이 용이한 곳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도서관 전체.」

의 조직개편과 업무의 재편성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새 시대를 여는 곳

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서 공통의 정보시스템인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 」에 의해 세 시설

이 각각의 업무와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원거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서관 전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격이용서비스의 확충과 발전3.

원격이용서비스는 지리적인 제약이나 시간적인 제한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

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이전부터 원격이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 서비스에 대한 내실

화도 꾸준히 요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관은 관서관 설립을 계기로 원격.

이용서비스를 관서관의 주된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추진해 온 원격이용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

회 업무교류 때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원격이용서비스 중에서 가장 대6 .

대적으로 변경 개선된 것이 바로 원격복사 서비스입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

세계 어디에서나 문헌제공 서비스가 용이하도록 인터넷 서지정보 검색과 그

결과를 이용한 복사신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상에 구축했습니NDL-OPAC

다 을 통해 공개한 서지데이터는 약 만 건 정도 됩니다. NDL-OPAC 1,000 .

이 중에서도 특히 약 만 건에 이르는 잡지기사색인 데이터의 공개 그리500 ,

고 그 검색결과에서 복사를 신청하는 과정이 연계됨으로써 문헌제공 서비스

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복사 신청에서 제품발송에 이르는 공정을 관리하는 동서지역 통

합 관리시스템의 개발 관서관을 거점으로 개의 도서관이 연계하여 서비스, 3

를 제공하는 원격이용서비스 처리체제의 정비 대규모 아웃소싱 관서관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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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공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의 배치 이용자등록제도의 실시 등 서비스,

기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사 신청창구는 관서관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관

서관 동경 본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어디에 있든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 ,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복사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수도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전보다 약

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의 증가가2.4 .

두드러집니다 공공도서관을 경유한 신청 수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

서관을 경유하지 않은 개인 이용자의 신청수가 급증하여 이전보다 무려 7.6

배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 이전에는 도서관을 경유한 신청수가 전체 신청의.

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전체 신청수의 가 개인 이용자들입니다 개인80% 65% .

이용자들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신청용지를 기재하고 우송까지 기다려야 하

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 신청건수 중 약 가 인터넷을 경. 70%

유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의 간편함이 개인이용자들의

신청 건수를 높인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격복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향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

다 관서관 설립을 계기로 실시한 원격복사서비스 재구축의 놀라운 성과에 대.

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경 본관 새 단장 오픈 내관 이용서비스의 확충4. ,

동경 본관은 관서관으로의 일부 업무이동과 대규모 자료 이전작업을 본관

내부 재정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동경 본관은 전문실의 재편성. ,

시설의 개보수 내관이용자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내관이용서비스를 개혁,

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월 일 예정대로 새 단장 오픈을. 10 1 ,

하게 되었습니다 동경 본관에는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된 국내출판물을 비롯.

하여 특색 있는 자료나 컬렉션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지조건도 좋

아서 내관이용자 수가 년도 일 평균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2003 1 1,470

람들이 내관하고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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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 조사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도서.

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얻지 못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도서관을 찾고 있

습니다 따라서 내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내관 이용.

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문실의 재편성(1)

전문실은 주제 분야에 따라 개의 전문실과 컬렉션 성격에 맞는 개의 자3 5

료실로 재편성했습니다 재편성 방침은 주제 분야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높.

이고 우리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자원을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보발신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색있는 컬렉션을 제공하는 전문자료실은 수집 보관 제공에 이르는 모든, ,

과정을 전담하여 컬렉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레퍼런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이용제도의 개선(2)

개관일은 종전의 주 일 개관에서 주 일 개관으로 방침을 바꾸고 평일5 6 ,

개관 시간도 두 시간 연장하여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까지 도서관 이9 30 7

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간 개관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43% .

새로운 복사 서비스로 온라인 복사「 」라는 서비스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종.

전에는 내관 이용자가 서고자료를 복사하려면 자료 청구를 한 다음 해당 자,

료 중에서 복사할 부분을 지정하고 복사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

게 추가된 서비스 메뉴를 사용하면 잡지기사색인에 수록된 기사나 논문에 대

해서는 자료청구 절차 없이도 검색 결과를 통해 직접 온라인NDL-OPAC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화(3)

동경 본관의 내관이용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여 도서관에 들어오는 절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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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청구 자료이용 퇴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비스의 흐름을 체계화하, , ,

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종 절차의 간소화와 서비스의 신속화를 완성.

하고자 합니다.

최근 내관이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내관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전자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라고.

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에는 전자 도서관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만으로는 한계가 있

습니다 따라서 개관시간을 시까지로 연장하고 매주 토요일도 개관함으로써. 7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용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용제도 개혁에 따라 앞으로 내관이용자의 동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와 확충5.

우리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년에 책정1998 된 전자도서관 구상「 」

에 따라 기반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서관 개.

관을 계기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텐츠 구축과 제공(1)

우리 도서관 장서를 전자화하여 차정보 본문 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1 ( ) 「▪
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국회회의록 귀중서 화상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 」「 」

습니다.

일본헌법의 탄생「▪ 」 장서인의 세계, 「 」 인큐나블라 등의 소장 자료, ‘ ’

를 전자적으로 편집하여 전자전시회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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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2) 2 ,

우리 도서관의 장서 목록인 NDL-OPAC「▪ 」 아시아언어, OPAC「 」이나

광역자치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등의 일본서 종합목록과 아동서 종합목록 등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Dnavi)」에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아카이빙의 제공(3)

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 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서(WARP)「 」▪
유통되고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

연구개발사업(4)

전자정보의 보존 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전국 도서관과의 협동사업으로「 」▪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라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 전자도서관 구상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 구축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이용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 .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정보입니다 이와 함께 매일.

생성 소멸을 반복하는 온라인계 정보자원을 수집 축적하여 영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도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일본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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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년 이내에 달성해야 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의5

구체적인 방향과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본구상으로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

서관 중기계획2004」를 책정했습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카와

이 미호의 발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6.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면 개관된 해에 열린 제 회 업6

무교류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아동서의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도서관

을 운영하고 아동서 및 아동서 출판문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는 내셔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런 기본방.

침에 따라 열람서비스 전시회와 관련 이벤트 전자도서관 서비스 학교도서, , ,

관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독서에 관련된 정부차원의 노력이 행정은 물론 여러 분야에

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대도 나날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개관 후부터 전개된 서비스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올 월에9 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 」를 발

족시켰습니다 내년 월에 심의내용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국제어린이도서. 3

관의 차기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 도서관에서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
니다 월에 귀 도서관에서 네 분의 시찰단이 저희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방문. 9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교류를 통해 일궈온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경험.

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미래 독서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 양국 국립도서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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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람직한 조직 형태7.

국립국회도서관 비전7.1 2004「 」와 평가제도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도서관은 예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격동21

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

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정적인 발전과 확실한 조직운영이,

라는 판단 아래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 」를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다.

가올 새 시대의 역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직원 모두가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서

비스업무 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

립국회도서관법에 명시된 우리 도서관의 기본 이념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정

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영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중점영역은 크게.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디지털 아카이브4 , (1) (2)

의 구축 정보자원으로의 접근 향상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추(3) (4)

진입니다.

또한 올해 년도 부터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비전을(2004 ) .

실현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며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비전과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유사 히로유키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

니다.

인재 육성7.2

사회정세의 변화와 조직의 변혁에 따라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수 등을 통해 직원을 교육 양. ,

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자질이나 의욕을 더욱 강화시키고 조직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 인재육성의 기본방침「 」을 책정했습니다 새 시대에 부합되.

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연령별로 구체적인 교육방침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재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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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문능력 육성 해외에서의 연구나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등 인재육성 방, ,

안을 정하고 더욱 발전된 인재육성에 힘쓰기 위해 마련된 방침입니다.

도서관 등과의 협력7.3

관서관 개관을 계기로 협력 사업을 재편성하고 종합목록 네트워크사업이나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실험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

관 직원들을 위한 연수나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정보발신과 조사연구 등의 활

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전「 」에서 제시된 가지 중점영역 중 하나인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사4

업을 추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

내 도서관이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유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한일업무교류와 참가활동은 물론 세계 각국의 국립IFLA

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관 직원들을 위한 연수를 통해 도서관정보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도서관 주최로 올 월에 열리는11 한중일 자료보존 심포지엄「 」

은 아시아에서의 자료보존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시도

라고 생각합니다 귀 도서관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

도서관도 초대를 받아 아시아 지역센터로서 협력할 수 있게 된IFLA/PAC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년에는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귀 도서관도 대회준2006 IFLA .

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일본은 일본도서관협.

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회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IFLA

다 우리 도서관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결론 및 향후 과제8.

올 월은 관서관이 개관한지 벌써 두 돌이 되는 달입니다 또한 올해는10 .

국립국회도서관이 설립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 깊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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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기념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의 도서관을 정비하는데 주력했습니

다 도서관 전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내용을 재정비했습니다 국민이 공유하는 재산인 정보자원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생각

이 도서관 정비의 기본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했고 결과적으로 이용

자수가 급증했습니다 년은 우리 도서관이 세기 초에 처음 계획한 일. 2004 21

들을 매듭짓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대체적으로 달.

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문화적 자산의 거점이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적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 자기. ,

책임 사회라는 환경의 변화와 정보가치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더욱 중요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책임과 역할의 범위 또한 크게 변하고 있습

니다 기존의 정보는 도서나 잡지 등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전달되고 발신되었.

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형태의 비중이 디지털 정보 쪽으로 이동.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자정보가 사회적인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 요즈음 정보 자원의 공유와 접근을 보장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자정보의 수집 조직화 보존 작업을 통, ,

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납본제도를 활용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 축적 보존하고 이들 내용을,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면서 미래에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립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입법부 소속의.

도서관으로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모든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

하며 또한 국립도서관으로서 정보자원을 공유하여 국민에게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년에는 온라2005

인 정보자원의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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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국립도서관간.

의 상호협력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이 기록한 소중한 문화를 잃지 않고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시킨다는 국

립도서관의 공통된 사명을 안고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배우는 계

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양국 간의 업무교류를 통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국립도서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깊은 교감을 나누고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교류를.

위해 노력해 주신 귀 도서관에 감사드리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결실

을 맺을 수 있는 업무교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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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를 전망한 국립국회도서관의 운영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 」의 책정과 평가제도의 도입-

유사 히로유키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기획협력과 과장보좌( )․

서론1. 국립국회도서관의 운영과 새로운 방식:

기조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변혁기를

견뎌낸 우리 도서관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확한 업무 운영을 기본으로

우리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를 책정했습니다.

우선 우리관은 적정 수준의 사업과 활동에 주력하며 대국민 사업활동 내용

을 설명하기 위해 년부터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2004 .

평가제도는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 」를 실현하기 위해 해마다 구체적

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연말에 평가결과를 공표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

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사실 첫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서관이 내걸,

고 있는 비전과 평가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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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 」는 목표 설정의 최상위 개념으로 우리 도서

관 차원에서 년 앞을 내다 본 중장기 기본방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5~10 .

리 도서관은 비전 을 정하고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직원이 같은 목표(1)「 」

를 향해 하나가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밖에서 보는 조직의 이미지가 일관(2)

성을 갖도록 한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이해하며 협(3)

력해 주는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가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 」에는 우리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을 제시

하고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 정보 자원에 대「

한 접근성의 향상」 그리고 협력사업의 추진「 」이라는 네 가지 중점영역「 」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활동 평가3.

활동평가 도입 경위와 준비3.1

일본은 국가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평가가 년 월부터 도입되어 같2001 1

은 해 월6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이,

듬해인 년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2002 4 .

정책평가제도는 재정조건이 악화된 현 상황 속에서 행정부가 국민을 위(1)

한 효율적이고 우수한 행정의 실현 국민의 시점에서 판단되는 성과를 중(2)

시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내용의 철저한 설명이라(3)

는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입법부에 속해 있는 우리 도서관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행정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의 활동목적은 여타 행정기관의 활동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의 평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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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가 아닌 도서관이 지향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체계를 구,

축하고 이를 활동평가「 」라 명명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활동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시기는 3

년 전인 년입니다 년에 이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평가제도에 관2001 . 2001

한 외국의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외부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년도에는 우리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에 관한 검토. 2002

작업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년도에는 우리 도서관. 2003

독자적으로 활동평가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범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

다 년의 활동평가 도입을 위해 년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2004 2004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제도는 예산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업무집행방법

이나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여 단중기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
을 평가대상으로 삼습니다.

활동 평가제도의 목적3.2

우리 도서관에 활동평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활동사업의 적정한 운영(1) ․
타당성 검증과 자원배분을 염두에 둔 목표 설정과 실시계획을 책정하고i)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ii) iii) iv)

설정한다 라고 하는 평가 사이클을 통해 우리 도서관 활동사업의 적정 수준, ․
에 맞게 운영하고 도서관 전체에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활동사업 내용을 설명해야할 의무의 이행(2) ․
우리 도서관의 활동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양 의원 의장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연보 간행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게도 공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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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평가의 체계와 사이클3.3

우리관이 도입한 평가 사이클은 단 년도 주기로 운영됩니다 평가는 이듬해.

목표 설정에 맞춰 실시되는 중간평가와 다음해 초에 실시하는 평가의 단계2

로 이루어집니다.

목표 설정3.3.1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로 을 기본 단위로 두 계층에서 목표가 설정,部 局

됩니다 그 다음 전관 차원에서 목표를 공개 합니다. .

전관 차원3.3.1.1

비전(1)

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기본 방침을 제시합니다5~10 .

중점 목표(2)

년을 대상으로 조직이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중1~3 .

점목표는 비전에서 제시된 중점영역에 맞게 설정됩니다 또한 이들 목표는.

의 목표와 함께 프로젝트 목표에 맞춰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내용으,部 局

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달성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표 달성도.

를 측정하기 위해 중점목표에 대응하는 평가항목 비공개 을 설정했습니다 평( ) .

가항목은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서비스 기준(3)

이용자 국민 도서관 에게 서비스 기준이 되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 )

고 우리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서비스기준 책정과 함께 이를.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관이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년도 서비스기준 설2004「 명」이 게재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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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3.3.1.2 ,部 局

목표를 책정할 때는 예산의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향상「 」, 업「

무 개선」, 조직의 활성화「 」라는 세 가지 시점을 활용하여 업무운영을 다면

적으로 파악합니다.

부 국 차원의 목표도 기본적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수치 설정을 위해 세워,

집니다만 실시초인 년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수치 설정을 하지 않기로, 2004

했습니다.

의 목표(1) ,部 局

부 국의 목표는 년을 기준으로 단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 1~3 ․
다 목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달성기준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 국의. . ,

목표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중점사업계획에 의해 상세하

게 설정됩니다.

프로젝트 목표(2)

우리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 특별한 체제에 의한 전

관적인 조정 및 진행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목표

를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조직이 추진해야할 최우선 중점사업계획에.

의해 상세하게 설정됩니다.

평가 및 목표의 재설정3.3.2

평가 방법의 원칙3.3.2.1

활동 평가를 위한 평가는 부 국의 목표 설정에 의한 차 평가와 조직에 의, 1

한 차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한 제 자의 평가는 당분간2 . 3

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 국 차원에서의 목표 평가 및 재설정3.3.2.2 ,

부 국은 평가 결과를 이듬해 목표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제, 3/4

분기까지의 추진 상황을 기준으로 전체 목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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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이듬해의 부 국의 목표 및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

합니다.

부 국의 목표 및 프로젝트 목표의 달성 평가는 이듬해 초에 중점사업계획,

의 달성도를 활용하여 부 국이 차적 평가를 실시한 다음 조직 차원에서, 1 2

차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관 차원의 목표 평가 및 재설정3.3.2.3

중점목표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이듬해 초에 실적측정 설문조사( ,

통계 샘플조사 을 통해 부 국의 목표와 프로젝트 목표를 평가합니다 이 평, ) , .

가결과를 토대로 차 평가를 실시하고 조직 차원에서 차 평가를 실시합니1 , 2

다 또한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이듬해 목표설정에 반영합니다. .

평가와 목표 설정 사이클3.3.2.4

년도N 년도N+1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년도 목표계획N

중점 목표

서비스 기준

차 평가1

차 평가2
평가공표

부 국의 목표,

프로젝트 목표
중간 평가 차 평가1 차 평가2

년도N+1

목표설정

중점 목표

서비스 기준
재검토 확정 공표

부 국의 목표,

프로젝트 목표
안 책정(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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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측정을 위한 작업4.

우리 도서관에서는 활동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적측정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4.1

년도에는 년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2003 1989

실시했습니다 설문대상은 동경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등을 이용한. , ,

사람과 국내 도서관 및 관계기관과 우리관 홈페이지 이용자들입니다 조사 내.

용은 활동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한 데이

터를 수집하는 것을 비롯해 이용자 실태 및 이용만족도와 개선희망사항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 집계 및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우리관

업무에 맞는 분석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는 국립국회도.

서관 홈페이지 및 「국립국회도서관월보」 년 월호에 공표되어 있습니2004 3

다.

년에는 원격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습2004

니다 원격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지 배송과 설문 기입회신 절차가 복잡해서. ․
원격이용자들의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

로 홈페이지 설문양식을 통해 원격이용자들도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계속성의 관점에서 전년도의 질문항목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 홈페이지 이용과 인터넷 경유 서비스에 관련

된 만족도 및 개선희망사항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실기기간은 개월로 제한하고 총 건의 회신된 내용을 현재 집계분석2 808 ․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격년으로 내관이용자 설문조사와 원격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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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비4.2

통계의 정비는 국립국회도서관 통계내규「 」에 규정된 도서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서관업무 개선 및 능률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실

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도입된 활동평가제도에 따른 목표 설정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짐없이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정비를 위한 조사와 문제점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통계정비 방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준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도서관과의 비교가 용:

이하도록 통계 항목단위에 대한 국제 기준 에 따른다(ISO 02789) .․
합리화 통계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방법 수집범위 및 수집방식을(2) : ,

재검토한다 또한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활.

용하여 통계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한다.

정보공유 통계를 도서관 내의 인트라넷을 통해 원스톱 열람이 가능하(3) :

도록 함으로써 통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별 동일 서비스와 업무에 대해 시설 동경 본관 국회분관 관서(4) : ( , ,

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 별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

서비스 대상별 대상자 국회 행정 사법 각 부문 일반 별 서비스의(5) : ( , , , )

양을 제시한다.

이 방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년 월부터 새로2005 4

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5. 향후 목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관의 활동평가를 위한 제반 노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

결하면서 개선을 거듭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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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도서관은 활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서관 업무가 조금씩 목표

하는 만큼 개선되고 국립도서관다운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

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도서관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달.

성되었는가를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검증 및 확인 작업.

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리고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의사결정 자원의 배분 최대한의 이용편익 추구, , ,

에 접목시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

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

기 위해 노력하여 일본 유일의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더욱 확고하

게 다져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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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향후 과업

카와이 미호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사업부 전자도서관과 네트워크정보계장( )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1.

이번 업무교류의 주제인 디지털 정보의 수집 조직화 보존에 관하여 국, , 「

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향후 과업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 현황과 과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

우선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

관은 년 월에 책정된 전자도서관 구상 을 토대로 관서관이 개관된1998 5 「 」

년까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서비스와 실험운영을 시작했습니2002

다 지금까지 네 가지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들 성과의 대부분은 우. .

리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성과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차. 1

정보인 도서관자료를 전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째는 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 입니다 저는 관서관 전자도(WARP) .

서관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WARP .

는 방대한 정보는 매일 갱신되지만 반대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는 이. WARP

들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후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을 비롯하여 서지 등 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NDL-OPAC 2 .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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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전자정보를 장기 보존하는 조사 연구 등이 포함

됩니다 전자정보는 검색성이 뛰어나서 매우 편리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기술혁신에 의해 그 양식이나 기기 등이 갑자기 바뀌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짧은 수명문제는 앞으로 우리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가.

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중기계획2. 2004「 」의 책정과 배경

기조보고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은 올해인

년 월에2004 2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 」를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

사씨가 발표한 국립국회도서관의 비전 2004「 」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비전.

에서는 우리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기준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을 네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

축」으로 국민이 공유하는 정보자원으로서의 전자정보를 축적 제공하는 디‘ ,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이와 같은’ .

비전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년간 달성해야 할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구체적5

인 방향성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작업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 홈.

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계획책정의 배경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배경으로는 년 유네스코 제 차 총회에서. 2003 32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이 채택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정보를 비롯하여 현대사회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유산「 」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각국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환기시키고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선언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 전략본부 이른바 전략본부, IT

를 정부가 설치하여 중점계획e-JAPAN 2004「 」가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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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디지털 아카이브는. ,

일본의 지식 문화 전통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보존 계승하고 나아가‘ , ,

새로운 창조활동을 촉진하는 것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적’ .

전망에 입각하여 각 정부부처간의 횡단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의 역할도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기대되는 역.

할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혹은 도서관의 소장품 웹정보 특색 있는 문화 등‘ , ,

의 디지털화 아카이브화 작업과 국내외로 그 내용을 발신하는 작업의 추진, ’

그리고 정부간행물 아카이브 구축 및 우리 도서관의 웹페이지 아카이브를‘

활용한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장기보존 등입니다’ .

이와 같은 국내외 동향에 따라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 」에는 년1998

의 전자도서관 구상「 」의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대학도서관 공공도. ,

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축적하고 보존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등 관련기관과 그 밖의 디지털 정보를 발신하는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불가

결하다는 인식이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3.

본 계획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디지.

털 아카이브 구축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의 내실화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 .

우선 첫 번째 목표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온

라인계 정보자원의 수집이 핵심내용입니다.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 」에

는 이 두 가지 핵심내용이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

금까지 전자도서관 장서 혹은 컨텐츠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는 국가의 문화재인 도서 등 소장자료에 대한 저작권문

제를 처리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지시대 의 간행. ( : 1868~1912)明治

도서뿐만 아니라 다이쇼 쇼와( :1912~1926), ( :1926~大正 昭和 전기의1989)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근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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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미 인터넷 공개가 끝난 건의 도서들은 메54,000

이지 시대에 간행된 것들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것들입니다 저작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작권 허락을 얻은 것은 월부터, 10

공개할 예정입니다 년도에는 메이지시대에 간행된 도서의 저작권을 처. 2005

리하여 전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계 정보자원의 수집은 웹 아카이브와 온라인 납본NDL (online

이라는 두 가지 사업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웹 아카이deposit) . NDL

브란 인터넷상의 웹정보를 가능한 한 발신 당시와 같은 형태로 수집하여 시

계열적인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 보존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 , .

내용으로는 현재 주친중인 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WARP)「 」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일정 범위를 기계적으로 일괄 수집하는 방법,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납본이란 신규사업으로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인터넷 등 네트.

워크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자원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들어 있어서

수집 로봇이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수집 조직화 보존 제공, , ,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적 저작단위로 취급할 만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합.

니다 전자저널이나 전자서적이 이들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처럼 인터넷상의 정보를 확실하게 수집하고 보존하여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화를 검토 중이며 국립국회도서관장의 자문기관인 납본,

제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년 월에 국립국회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2000 4

등 패키지형태의 전자출판물을 납본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CD-ROM .

네트워크계 정보자원은 납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계약과 같은 납본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네트워크계 정보자원의 비약적인.

증가와 외국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년 월에 납본제도심의회에 다시 자2002 3

문을 구했습니다 심의회는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는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 ‘

을 납본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 수집해,

야 할 범위 및 그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자문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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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심의를 개시한 지 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2 .

심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중점계획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정적인e-JAPAN

움직임에 협력하여 정부정보 학술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들까지 포함한 형태의 제도적 수집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년 월에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2004 12

법제도화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심의회의 의사록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4. (WARP)「 」의

총괄 내용

그럼 웹 아카이브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담당자로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는 비즈니스 학술연구 문화 활동에 반드시 활용되, ,

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웹정보는 매우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예를. .

들어 학술논문의 논거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이 변경되었거나 페이지 자URL

체가 소멸되었다면 논거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립도서관은 문.

화나 학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기억장치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까지도 영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를 보장해야 할 사명이 있

습니다 외국의 국립도서관들은 년대 중반부터 이미 전자정보의 영속적. 1990

인 보존과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본제도심의회의 조사 심의와 병행하여 처음 접하는 웹정보의 수

집과 축적에 대한 기술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자원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실험성과는 납본제도(WARP) .

심의회의 조사 심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인터넷 정보 수집을 위한

제도를 정립시키는 검토 작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는 저작권. WARP

자와의 허락계약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을 선택적으로 수집 축적하고,

그 정보가 갱신 혹은 삭제되어 소멸된 후에도 과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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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의 컬렉션에는 종의 전자 잡지 개 이상의 협력기관이 포WARP 1,200 , 800

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더욱.

효율적으로 행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과 함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했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여러 가

지 행정정보나 역사 문화에 관련된 정보가 일부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

홈페이지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수집 및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올 월부터10 중점계획e-JAPAN 2004「 」를 토대로 대규

모 정보 확충을 목표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

의」를 설치했습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험적인 수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교류를 통해 소개한 데이터 소장용량은 였습니다만 년53GB 2004

월말 현재 까지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러나 는 저8 771GB . WARP

작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추진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소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럼 서비스를 개시한 지 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의 과제 중2 WARP

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집단계에서는 저작권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웹 데이터는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수집을 하려면 먼저 복제권 허락이 필요합.

니다 또한 복제한 전자 데이터를 도서관내 컴퓨터 단말기로 열람할 수 있도.

록 하려면 상영권 인터넷상에서 공개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에 제한을 받습,

니다 그러나 권리관계자가 많고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처리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집성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는 수집 로봇으로 을 활용. WARP wget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 ,

다 예를 들면 링크를 불러오는 스크립트나 파일과 같은 진수 파일의. PDF 2

링크 일본어처럼 바이트 문자를 포함한 링크기술 등을 통해 수집 결과에, 2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집 로봇의 성능은 데이터 수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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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포함된 링크를 해석하여 다음 링크를 추출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는 책처럼 한번 장서로 소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

므로 재수집이 필요합니다 빈번하게 갱신되는 웹정보의 모든 판을 수집하기.

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잦은 빈도로 수집할 때 당연히 수반되는 저장 보,

존비용과 인건비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 제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아무런 문.

제없이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간의 링크 관계를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

습니다 따라서 하이퍼 링크 데이터를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속적인 식별자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개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식별 동정하기 위한. ,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만 채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

다.

다음은 보존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아카이브된 데이터는 결코 임의로 수정.

할 수 없으며 원본성 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 상거(authenticity) .

래 전자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증기술이나 암호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

에는 라는 해쉬 관수 를 채WARP MD5(Massage Digest 5) (hash function)

용하고 있는데 데이터 저작권자로부터 드물긴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발표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대응하여OS

전자정보의 장기적인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WARP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

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개년 계획의 조사 연구를 추진. 3

하고 있으며 올해가 마지막해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기기 매체 기록 포. , OS, ,

맷 등의 수명문제 때문에 재현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납본대상인 패키.

지계 출판물에 대해서는 년도의 샘플조사를 통해 최신 환경에 있는2003 OS

조사 대상 중 가 나 어플리케이션 문제 매체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69% OS ,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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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고려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방대한 용

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포털 사이트 구축5.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 」의 두 번째 목표는 기존 매체자료와의 정합

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의 내실화 또는 종이자료와 전자자료 간

의 통합검색 등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금까지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내실화.

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종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의 난립으로 이용자들

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 매.

체나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주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우리 도서관 이외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포함하여 더욱 종

합적인 지적 자원 내비게이션을 담당하게 될 담당자 검색창구인 포털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보량이 방대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정보를 우리 도서관에서만 아카이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대학학술기관의 아카이브 미술관박물관의 아카이브 공공도서관 등의 아카, ,․ ․
이브가 있으며 각각 학술정보 포털과 지역정보 포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

서로 연계되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계획의 핵심내

용입니다 올해는 프로토타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향후 목표6.

지금까지 설명한 계획을 우리 도서관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 몇 년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화.

재를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함으로써 후세에게 우리 문화를 계승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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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우리 도서관의 사명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종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

여 다양한 업종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입니다.

취약한 존재인 전자적 차 정보는 보존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후대에 계승1

됩니다 장기적인 보존의 측면에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국경을 초월하.

여 유통되고 데이터가 교환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같은 과제를 안고 고민하

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필요.

합니다 우리 도서관도 귀도서관의 업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 앞으로 디지.

털 아카이브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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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

최 경 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

서론1.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존의 도서관이 새로운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의 변모를 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크워크의 등장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

없이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책상 위에서 전 세계의 어느 곳과도 정보

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은 도서관으로 하.

여금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은 물론 목록 정,

보 등의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도서관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의 도서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 전산망 을 구축하고 소장자“ ” ,

료의 목록정보 를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자료의 공DB .

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004 5 17 24 8

차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사업 및 보존기술 협력방안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 확대 중국국가도서관 문헌 보존보호의 역사 현황, , 및 교류와

협력 보고 를 주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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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주전산기를 설치한 이래 해마다 관련 전산장비들을 증설 및 교체1982 ,

를 하였고 또한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 (KORMARC)

형식과 기술규칙을 개발하여 국가표준 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KS) , ,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서 정리 검색 장서관리 서지 발간 등 전KORMARC , , , ,

도서관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내업무 통합정보시스템인 를KOLIS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1996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확립과 도서관협,

력망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교5 “

육연구전산망 계획의 일환으로 년부터 국내 주요도서관과 국외의 문헌” 1991

정보 유통기관을 연결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 ” (KOLIS-NET : Korean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 .〮․
이 은 국가자료공동목록 의 서지정보를 공공도서관에서 공KOLIS-NET DB

동 활용하며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목록데이터는 최초 목록작성 기관이 신규,

로 센터에 목록을 업로드 함으로써 모든 공공도서관의 자원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구축된 목록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협력 작업을 통해 업데이트된 최신

의 목록을 유지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정보를, IT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도서관이란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디지.

털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가공유통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 ․ ․
약을 받지 않고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국립.

중앙도서관은 국내 주요 개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7 ( , ,

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법원도서관 농, , , ,

업과학도서관 의 전자도서관을 통합하여 국가전자도서관 체제를 구축 이용자) ,

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One-Stop

도서관 기본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제도를 도입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출판예정, 2001 CIP ,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된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출판예정자료인 데이터는 의 납본 업CIP KOLIS

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에 업로드 되어 대국. , KOL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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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관의 목록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간안내서비스자료로 이용된다, .

정보화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전 통신 컴퓨터 콘텐츠 등 상이, , ,

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

로라도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최근에(Ubiquitous) .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몇몇 도서관이 유비쿼터스 기술의 일환인 무선인식 태

그 를 도서에 부착하여 장서의 재고 및 상태관리 자가 대출 반납(RFID Tag) , ․도
난방지를 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시범적

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의 진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된 국가

자료종합목록서비스 출판예정자료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서비스 도서, , , RFID 관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국가자료종합목록서비스2. (KOLIS-NET)

개요2.1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인 은 현재 개관이 전산망으로 연KOLIS-NET 255

결되어 국가문헌정보 를 공동으로 구축 활용하는 국가자료의 유통센터로, DB ·

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자료공동목록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축으로 구성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이

자 도서관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이다, .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는 에 종합 되며 이KOLIS-NET ,

렇게 모아진 정보는 다시 전국 공공도서관들이 공유 활용케 함으로써 다음· ,

과 같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 간의 협력 작업을 통해 최적화된 목록정보를 생-

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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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도서관의 정보 공유 및 업무협력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 ,

일하게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 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 및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

가 신규로 국가자료종합목록에 추가되어 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e-Mail

공한다.

한편으로 은 타 도서관에서 이미 작성한 목록 목차 초록 등, KOLIS-NET , ,

다양한 도서관 자료 정보에 대한 공동 활용을 통해 도서관 업무의 능률을 향,

상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은 앞으로 다양하고. KOLIS-NET ,

풍부한 자료 및 지식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국 도서관들이 공유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지식정보 유통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적극적인 국가 서지통정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관

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을 개(KOLASII)

발하여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 중이며, KOLIS- 은 의NET KOLASII

통합형 클라이언트로 설치되어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

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도서관을 위해서는 독립형 클KOLASII KOLIS- NET

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별도로 배포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2.2

국가자료공동목록에서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와의 긴KOLASⅡ

한 연동체계를 통한 서지 의 공동 활용이다 즉 시스템의MARC . , KOLASⅡ

수서 등록 정리업무에서 을 통한 관련 서지 활용이 가, , KOLIS-NET MARC

능하며 과 공공도서관의 목록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KOLIS-NET .

의 주요한 역할은 다양한 국가자료의 유통 및 공유 센터로서KOLIS-NET

의 기능과 도서관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대민 정보서비스 기

반 마련 도서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국가자료 표준화 및 국가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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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와 연계된 출판시도서목록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표준목록CIP ,▸
의 유통 기반 마련

목차 및 초록 표지 디지털 원문 등에 대한 유통 기반 마련, ,▸
공동 수서 각종 도서관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한 도서관 업무 효율,▸
극대화

국민에게 국가자료공동목록정보에 대한 편리한 검색 및 이용 환경 제공▸
전용 홈페이지 및 웹 기반 검색서비스 제공KOLIS-NET▸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국가(KERIS), (KISTI)

자료목록과 연계된 웹 기반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목록 목차 초록 표지 등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 , ,▸
상호대차 원문 복사 등을 통한 대민 정보서비스 향상,▸

공공도서관의 목록작업2.2.1

공공도서관은 의 자료를 검색하여 수서 등록 정리 등에서 목KOLIS-NET , ,

록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자료를 해당도서관의 자료로 단시, KOLIS-NET

간 내에 다운로드하여 서지 및 소장 마크를 쉽고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에서 변경된 서지자료를 공공도서관 자료로 손쉽게 업데, KOLIS-NET

이트 작업을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국가자료종합목록서비스를 이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목록

작업은 그림 과 같다[ 1] .

개별 공공도서관은 입수처리 또는 목록작업대상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공동목록에서 검색작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검. ,

색결과 서지정보를 해당 자료관리 입수처리 또는 목록작업 프로세스에 전달( )

하고 자료관리 작업 입수처리 또는 목록작업 을 수행하게 된다 즉 중복되, ( ) . ,

는 목록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자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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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서지 정보에 대한 작업 결과는 해당 도서관의.

에 저장하고 소장 사항이 추가되었음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공동목DB ,

록 에 저장하여 다른 도서관 및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DB .

국가자료종합목록 검색 서비스2.2.2

이용자는 한 번의 검색으로 전국도서관의 모든 목록 및 소장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통합 검색기능과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업로드된 소장 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MARC KOLIS-NET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국내 외 주요도서관의, , Z39.50 ･
다양한 를 통합검색 할 수 있다DB .

그림 을 활용한 목록작업[ 1] KOL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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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정보의 빈부격차해소,

및 기회 균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컨텐츠 개발 및 정보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년부터 전국 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이. 2003

소장한 목록데이터를 제공받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입

력 보완 수정한 후 에 업로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도, KOLIS-NET･
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도서관 종합목록 을 구축하고 있다“ ” .

국가전자도서관서비스3. (National Digital Library)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국내 주요도서

관을 연계 국가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며 국, ,

가 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21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된 이다Portal System .

현재 국가전자도서관에서는 개 참여기관의 종의 다양한 들을 서비7 36 DB

스하고 있으며 이들은 메타검색 및 검색을 통하여 통합 검색되고, Z39.50

있다.

특히 통합검색에서 검색조건을 원문이 있는 경우만 제한 검색하도록 함으,

로써 원문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교양서적을.

보고자 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 학술서적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교수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 데이터는/ ,

국립중앙도서관이외에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 , ,

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업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의 소장목록, ,

및 원문정보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주요자료를 선별 년, 2003․
까지 만 책 만 천 면의 원문정보를 로 구축하여 저작권이 소멸되거29 82 6 DB

나 사용승낙을 받은 만 천책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16 6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나머지 저작권이 있는 만 천책은 공공도서관의, 12 4

지정된 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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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년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 등의 안에서 원문, 2003

DB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 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고 있

어 부득이 년 월부터는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04 7

과금시스템 을 개발 현재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중이다“ ” (2003. 12) .

그림 는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간[ 2] (http://www.dllibrary.go.kr)

략검색을 통해 원문정보가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화면이다.

검색방식은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으로 나눠지며 간략검색에서는 키워드 검,

색을 제공하여 전체목록 및 원문이 있는 목록을 구별하여 검색 가능하다 검.

색결과는 간략정보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간략정보는 도서에 대한 정형화된,

그림 국가전자도서관 검색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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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원문 목차 초록 유무 등의 정보가, , , , , ,

표시된다 이용자는 간략정보에서 상세정보를 선택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

며 디지털원문을 보기 위하여 참여기관의 해당 를 설치하여야, Image View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 특례 입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의 기본학습. ,

서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로 구축 이를 시각장애인용 국Text DB ,

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음성이나 점자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소외층

에 대한 정보서비스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4. 출판예정자료서비스(e-CIP)

개요4.1

출판시표준목록 이란 출판사에서 신간도서(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출판 시 도서관에서 작성해 준 표준목록을 도서의 표제지 속표지 뒷면 등 일,

정한 위치에 인쇄하는 것이다 인쇄할 위치가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적절치 않.

을 경우에는 안내문 형식을 표제지 뒷면 등에 대신 인쇄할 수 있다CIP .

생산된 데이터는 출판유통정보로 제공되어 신간자료의 홍보 및 판매를CIP

촉진하여 출판계 및 서점계에 기여하고 도서관측에서는 데이터 활용으로, CIP

목록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 ,

계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우편 전화 등의 오, . CIP ,

프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

하여 구현한 시스템이 시스템이다 그림 은e-CIP(electronic CIP) . [ 3] CIP

업무 배경도이다.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출판예정자료인 데이터는 의e-CIP CIP KOLIS

납본 업무를 통하여 검수된 자료인 경우는 정보와 자동 연계됨으로써CIP

정리를 위해 단순 비교 및 수정작업만을 수행한다 또한 출판사에서MARC .

제출하는 신청자료의 목차 및 초록 자료를 목차 초록관리시스템에 초기CIP /

값으로 입력함으로써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한다 또한 표준목록이, . ,

작성된 데이터는 에 업로드되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KOL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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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운로드 받아 목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는 시스템. [ 4] e-CIP

의 업무 절차이다.

시스템의 업무처리는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되며 출판사들이e-CIP ,

표준목록 작성 요청 및 표준목록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를 처음 신청하는 출판사는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CIP CIP “ ”

화면을 통하여 와 비 번호를 등록하고 화면의 정해진 양식에 의해 출판ID ,

사정보를 입력한다.

참여신청을 한 출판사는 신청 화면을 통하여 를 부여 받을 출“CIP ” CIP

판예정도서에 대한 목록 데이터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예정일 등 와( , , , )

지정된 파일 표지 표제지 판권지 목차 서문 요약 등 을 첨부하여 센터( , , , , , ) CIP

에 데이터를 신청한다 센터에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목록데이터와CIP . CIP

그림 업무배경도[ 3] CIP

이용자

공공도서관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

출판예정
자료검색/
배치희망
도서신청

출판예정
자료검색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

자체 편목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목록정보 활용,

발행자는 홈페이지 우편, ,
팩스 택배 등의, E-mail,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
법을 선택하여 자료 제출

발행자

센터e-CIP

출판예정
자료

출판예정자료
표준목록

출판예정자료
표준목록

납본

납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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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확인한 다음 접수처리 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출판사,

로 보완요청을 한다 접수 처리된 신청 데이터에 대해 센터는 를. CIP CIP CIP

작성하여 해당 출판사로 전송한다.

접 수

신청 데이터를 검토하여
접수처리 또한 보완요청

작성CIP

분류(KDC, DDC),
목록 전거데이터 작성,

발 송

메일로 신청자에게CIP
발송 및 형식(TXT BMP )

데이터 활용

도서관 출판사 서점, , ,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

참여신청

패스워드 및 출판사ID,
정보 등록

신청CIP

홈페이지를 통한e-CIP
데이터 신청CIP

파일보완

요청 받은 첨부파일
보완 회신

수 신

출판될 도서에 삽입할
데이터 수신CIP

변경요청

신청후 변동이 있는 경우
데이터나 파일변경･
출판보류･
보류해제･
신청취소･

출판사의 참여 신청은 처음 한번만▪

필수사항 서명 출판사 출판예정일: , ,▪
첨부파일 표지 등 종: 9▪
한국문헌번호 통보서 입력가능(ISBN)▪

그림 시스템 업무절[ 4] e-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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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출판사는 변경요청 화면에서CIP , “CIP ”

변경내용을 센터에 통보한다 출판사는 해당 도서 출판 시 제공된 데CIP . CIP

이터를 표제지 이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한다 완성된 데이터는 출판계. CIP

에서 전자상거래 등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현대“

화시스템 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며 홈페이지 와 국가자료공” , “e-CIP ” “

동목록시스템 으로 전송되어 전국도서관 출판사 서점 국민”(KOLIS-NET) , , ,

에게 서비스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센터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CIP CIP

신간자료로 홍보하게 되며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MARC

정보 뿐 만 아니라 목차 초록 저자정보 표지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획, , , ,

득 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5. RFID (RFID System)

개요5.1

유비쿼터스 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

존재한다 는 뜻의 라틴어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 ,

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컵 자동차 안경 신발, , ,

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컴퓨터 작고 그에 맞는 특수한 기능을 보유 를 집어( )

넣어 사물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의 주요 기술은 기술과 유무선 의 상DB Networking seamless

호연동기술 정보의 수집 처리 통신 등의 기능을 지닌 각각의 컴퓨터들이( , ,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에 제,

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술), Wearable

개인과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가상현실 기술과computing(

언제 어디서나 들고 입고 다니는 기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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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개념은 여러 면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미지 센서가 인쇄된 명.

함이나 카드를 통해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ID ,

컵에 부착한 센서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

관련 프로젝트의 한 예로써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 계획국의 지원으로 연

구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기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Smart Dust 1㎣

있는데 향후 에너지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오염탐지 군사목적 수행 등 다, , ,

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서관에 유비쿼터스 기술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료의 소장 및 출RFID ,

납상태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 프로세스 전반 를 파악할 수 있고 병목 현( ) ,

상을 진단하여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

손쉽게 대출 반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편리,

하고 빠른 서비스를 사서에게는 단순 반복적인 대출, - 반납업무로부터의 해

방을 제공한다 사서의 업무부하 감소는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가 이루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 구성요소5.2 RFID

시스템은 태그 리더기 안테나 등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어RFID , ,

있다.

태그의 형태는 그림 과 같고 태그 는 소위 발신자라 할 수 있는[ 5] , (Tag)

것으로 경로추적이 필요한 자료에 부착되어 자료에 관계되는 정보를 담고 있

그림 태그[ 5]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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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며 동력방식 메모리방식 저장능력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 , ,

분된다 도서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태그는 이나 과 같은. RFID ROM RAM

반도체로 이상 저장할 수 있고 영구히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만512bit , , 10

회 이상 읽고 쓰기 가 가능한 형태의 태그이다(read-write) .

리더 는 신호를 생성 및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태그와 통신(Reader) RF ,

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디오 주파수 유닛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시스템. RFID

에서 사용되는 리더는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형태의 장서점검기와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가 있으며 모두 태그의 고유자료,

를 판독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서버와 통신을 하. ,

며 안테나와 서버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

안테나는 리더에 연결되어 신호를 발송하거나 태그로부터 신호를 수RF

신하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이트웨이 안테나. RFID

는 한 쌍의 안테나로 구성되며 이용자의 자료 반출(Gateway Antenna) 3D ,

및 반입을 관리 통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안테나 패널 사이의 거리가, . ,

이상이며 정상 대출자료와 무단반출자료를 구분하여 경고음이 제공되는90cm

데 초에 개 이상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1 20 .

도서관 서비스의 구성5.3 RFID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과 같다RFID [ 6] .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이용자 스스로 쉽게 자료의 대출과 반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대출기 와 자가 반납“ (Self Checkout Station)” “

기 사서가 보다 편리하게 자료관리 업무를 처리할(Book Return Station)”,

수 있도록 하는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 와 장서 점검“ (Desktop Reader)” “

기(Hand held 그리고 도난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Scanner)”, “

안테나 로 구성되어 있다(Gateway Antenna)”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에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현재 주2003 RFID ,

제별 자료실의 개가자료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구축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금년에는 추가 태깅작업 만여권과 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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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만권 서용 데스크탑 리더 대 자가 반납기 대- Tag : 25 , : 5 , : 2

장서점검기 대 게이트웨이 안테나 대- : 2 , 4

그림 은 자동대출기로서 대출 처리를 위해 사서의 도움을 받거나 줄을[ 7] ,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용자 스스로 현금 대출기를 이용하듯 손쉽게 자료

를 대출할 수 있다.

그림 은 자가반납기로서 반납을 위해 자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8] ,

반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빠르고 편하게 시간 반납할 수 있다24 .

자동 대출기와 자가반납기를 바코드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바코드시스템은,

바코드 레이블의 오염 훼손으로 인한 미인식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사항/

이 존재한다 또한 오직 한 번의 코드 등록과 판독 기능만을 갖고 있음으로. ,

인하여 책의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바코드 레이블 작업을 새로 하여야,

그림 도서관 서비스[ 6]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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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를 이용한 시스템은 무선 처리로 미숙련자의 손쉬운 자동대. , RFID

출 및 반납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외부 오염에 무관하고 신뢰성 있는 인식능,

력을 제공한다 또한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음으로 편의성이. ,

증대된다.

그림 는 게이트웨이 안테나로서 기존의 방식의 도난방지 안테나보[ 9] , EM

다 우수한 성능과 미려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도난 방

지 기능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은 태그가 자체 도난 방지 기능을 지원. , RFID

그림 자동 대출기 사용 예[ 7]

그림 자동 반납기 사용 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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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방식의 별도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EM .

결론6.

본 고에서는 네트워크 환경 및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서관 이

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정보 공유를 증진시킨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정

보 서비스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서비스는 최초 개발 이후에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및 보완 확장 작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으로 개선되어 왔다.

국가자료공동목록서비스와 국가전자도서관서비스 출판예정자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네트워크환경에서의 검색속도 향상을 위하여

검색엔진 을 사용하고 있다 검색엔진 운용(Information Retrieval System) .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와 검색엔진 데이터의 철저한 동DBMS

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점검,

수행 및 동기화 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한 전방일치 검색에 따른 과다한 색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바이, , 20

트까지만 색인 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 및 성능의 최적화를 기할 수

그림 게이트웨이 안테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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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고에서 제시한 정보서비스 개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

존 시스템과의 연동내역 정의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문제 업무의 효,

율성 향상이다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모듈 개발은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함은 물론 시스템 간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

하여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

준화는 서지 목차 초록 등의 데이터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에, , ,

따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범 국가적,

인 관점에서 서지 정보 정리 작업 및 목차 초록 구축 작업에 대한 중복을 손/

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즉 각각의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화면에. ,

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달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등장에 따라 정보시스

템 뿐 만 아니라 책을 포함한 많은 객체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

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신기술 발달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다 향상.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시스템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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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중앙도서관 자료보존 사업 및

보존기술 협력 방안

현 혜 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사서( )

머리말1.

세기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과 함께21

하는 정보의 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지적문화유산,

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ㆍ

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장 자료의 안전한 보존환경 유지를 위하여 모든 서고는 화재감지기 하론,

소화가스설비 감시카메라 항온항습 공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자료보존을, , .․
위한 설비 외에 직원들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어 지난 년에는 이곳 중국2002

국가도서관의 선본부를 방문하여 고전적 자료의 복원기술을 배우고 자료보존

업무를 실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다음은 국립 중앙도서관이 자료 보존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소개

와 앞으로의 보존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다.

자료보존 사업2.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사업은 자료보존서고 관리 및 운영 훼손자료의 전문,

적 수선복원 훼손예방차원의 주기적 보존처리 원본보존과 열람을 위한 대체, ,․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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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변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도서관에 들어온 자료는 등록 및 정리과정을 거쳐 서고로 들어오게 된다.

서고는 일반열람용 자료를 보관하는 서고와 영구보존용 자료를 보관하는 자

료보존서고가 있으며 모두 온도 습도 로 유지관리 된다 또한20± 50±5% .℃

서고 내 미생물 유해가스량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매년 회에 걸쳐 서, 2

고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미생물이나 해충에 의한 자료의 훼손을 예방한다.

보존용 자료는 선별작업을 거쳐 상태조사를 통해 개 등급으로 분류한다3 .

등급은 완전한 상태 등급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자료 판독과 열람에1 , 2

는 문제가 없는 자료 등급은 수선복원이 시급한 자료이다 상태등급이 구, 3 .․
분된 후에는 각 상태별 훼손유형을 점검한다 상태점검이 끝나면 훼손유형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

응책을 마련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료소독처리 탈산처리 등 훼손예방차원. ,

의 보존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훼손상태가 비교적 심한 자료인 등급자료는. 3

수선복원 대상자료로 분류되어 수선복원실에서 복원 전문가에 의한 복원처․ ․
리과정을 거친 후 보존상자에 넣어 보관하게 된다.

보존처리가 끝난 자료 귀중자료 훼손이 심한자료는 원본자료의 직접 열람, ,

및 이용을 최소화하고 보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 복사영인, ,

와 같은 대체매체로 변환된다DB .

자료의 수선복원2.1 ․
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약 평2002 42 (139.5m2 규모의 수선복원실 을 마) “ ”․

련하여 훼손된 귀중한 자료들을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화시키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선복원실의 기능은 작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 ․
료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넓게는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가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선복원의 주요 업무는 자료의 상태점검 물리적 복원 화학적 안정. , ,․
화 안전한 보관 등이다, .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물리적으로 훼손된 자료는 먼지제거와 건식세척, ,

습식세척 결실부분보강 등 수선복원을 실시하며 종이의 산성화가 많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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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는 탈산처리를 실시하여 자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특히 년에는. 2004

훼손된 고신문자료의 물리적 수선복원을 계획하여 적절한 처리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중국국가도서관 보존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이 우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수선복원실은 앞으로. ․
보존기술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로 더 많은 자료의 과학적인 복원처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신문자료 보존사업2.2

국립중앙도서관은 현대신문 뿐 아니라 역사적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세기 말과 세기 초기의 고신문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신문들19 20 .

은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황변화와 건조화로 신문용지의 가장자리부터 바스

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신문들은 주로 비싼 면 섬유보다는 첨가. ( )棉

제가 포함된 목재펄프로 생산되었으므로 종이자체가 화학반응제를 함유하고,

있어 마멸의 속도가 빠르고 공기 중의 습기는 신문용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의 산성화를 촉진시켜 종이를 열화되게 만든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신문 자료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많이 이용되며 자료의 역사

적 학문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신문자, .

료의 대체매체 변환 뿐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훼손된 원본자료의 보존처

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자료의 보존을 이루고자 한다.

자료의 가장자리가 찢어져 마멸되어 있거나 부분적인 결실 같은 물리적 훼

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선택한 방법은 리프캐스팅이다 수작업으로.

낱권씩 처리하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하고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긴 하

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스플릿팅은 독일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원본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에 새 종이를 끼워 넣는 기술로서 아직

이 기술에 관한 충분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경우는 자료를 독일로

보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며 운송 시 자료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열화가 심각히 진행된 자료는 스플릿팅 처리를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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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리프캐스팅을 통하여 결실부분을 보강하고 마,

멸된 자료의 가장자리를 안정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리프캐스팅을 통하여.

재질이 보강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거친 후 원본의 열람은 제한시

키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리프캐스팅기를. 2003

구입하여 현재 적절한 펄프의 양과 색상 등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의 안전한 촬영을 위해 년에는 마이크, 2004

로필름실을 마련 촬영기와 현상기 등을 갖추고 고신문의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대량보존처리시스템2.3

국립중앙도서관은 정기적인 서고 소독 외에도 자료를 미생물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자료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실은 자료보.

존관 지하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약 평1 , 13.61 (45m2 이다) .

년 월부터 소독처리를 실시하여 연간 약 만 책 씩 소독을 하고 있2002 3 , 5

으며 년에는 도서 자료에 알맞도록 설비한 신장비로 연간 약 만 책, 2004 12

의 자료를 소독할 예정이다 자료소독작업은 인체의 안전성 뿐 아니라 자료자.

체의 재질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으로 자료보존관내

소독실의 작업환경 인체 및 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품 배기 소독용 카, ,

트리지 및 안전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훼손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자료의 산성화이다 산성화.

는 자료의 색을 변질시키고 종이의 재질을 약화시켜 자료가 쉽게 찢어지고

마멸되게 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량 탈산처리장비를 도입하여 다량의.

자료를 산성화로부터 예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미주나 유럽에는 이미 다양.

한 탈산처리 방법이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실

행단계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외국사례를 조사 중이며 국내 자료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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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술 전문가 양성3.

년 수선복원실을 마련한 후 도서관은 선진 보존기술을 습득하고 업2002 ․
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매년 외국 도서관의 보존과 연.

수를 실시하여 선진 보존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에 년에는 각 명으로. 2002 5

구성된 개의 연수팀을 구성하여 중국국가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2

보존과 및 다른 보존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보존업무를 연수하였다 이곳 중.

국국가도서관에서는 선본부를 방문하여 선본부의 복원이론 교육과 수선복원․
풀제작법 훼손된 두루마리 복원처리법 리프캐스팅 방법 등을 실습하였다, ,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보존과를 방문 양장제본과 화장 수복의 방법을,

연수 하였으며 새로 신축한 관서관의 자동화서고 등을 견학하였다, .

년에 이어 년에는 개조로 편성된 명이 일본국립 국회도서관을2002 2003 4 8

방문 실무중심의 업무실습을 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마이크로필름의 촬영과, .

보존기술 습득을 추가하여 후지필름 이미지센터를 방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

및 보존방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수하였다.

또한 국내 자료보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각, ,

기록물보존소 및 보존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보존시설을 견학하고 보존업무

연수를 실시하였다.

보존업무 기술협력 방안4.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보존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서로의 보존 기술을 교․
류하고 상호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등 정보교류를 통해 각

국의 보존처리 기술 발전에 기하고자 한다.

국제 보존기술 세미나 개최4.1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종류 및 재질이 유사하고 보존환경이 비슷한 동

북아 국가 중심으로 보존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존기술을 접하고 우리의 보존기술을 소개하며 각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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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보존업무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자 한다 년에는 중국 일본. 2004 ,

등 국가 대표도서관의 보존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며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보존기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 있다면 각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자료보존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세미나 외에도 정기적인 업무교류에 보존기술부분이.

포함되어 양국 도서관의 변화 발전되는 보존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상호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면 자료보존 업무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연구 추진4.2

자료보존 세미나를 통한 업무교류에서 더 나아가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면 한 국가에 제한된 것이 아닌 아시아 전반의 자료보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연구를 통해 자료의 산성화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

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서.

로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연구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나라에

연구기술을 전파함으로서 아시아 및 다른 여러 국가의 자료보존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보존기술이나 각 국의 자료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각국의 상호협력아래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 동안 머물며 충분한 연구

및 기술 습득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기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이다 이를 통해 습득한 기술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나. ,

라의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보존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나 관련 기관에 파견하여 보존기술을

교육하고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공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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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5.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업무현황과 기술협력방안에 대하여 소

개하였다 세기는 정보의 사회이다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풍부히 가지고. 21 .

있는 나라가 국가 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뿐 아.

니라 소장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

다 이에 앞으로 보존기술분야의 활발한 업무교류와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기적으로 한중일 동북아 보존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공. ,․ ․
동연구를 통해 아시아 자료에 알맞은 표준화된 보존 기술서 지침을 작성하여

동북아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도움을 주며 아시아 자료의 특성에,

적합하고 보존성이 우수한 보존용품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의 보존분야를 활성화하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정보를 교환하IFLAPAC

고 기술을 교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보존기술 분야의 업.

무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존,

기술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양국의 보존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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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 확대

왕 동 파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관리처장( )

네트워크화 디지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

면서 도서관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

세에 맞춰 우리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일반적인1. Aleph

서비스 제공

우리 도서관은 년부터 시스템을 사용해 모든 도서관 업2002 ALEPH500

무를 집적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 처ALEPH500 ,

리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시스템의 선진성 포괄성. ALEPH500 , ,

개방성 구조의 합리성 및 데이터의 안정성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플랫폼을 제,

공했으며 독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이 구현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1) Aleph

도서목록 데이터 검색의 네트워크화1)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 데이터 정

보를 검색하거나 서핑할 수 있고 문헌의 정기구독 목차 유통 등 각종 도서, ,

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도. ,

서관에 들어오는 문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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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 도서관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 되었다.

문헌자료 대출의 네트워크화2)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문헌을 제공하는 업무의 플랫폼을 마ALEPH

련했다 독자가 도서관에 오기 전에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문헌 대출.

을 예약하면 시스템이 정해진 시간에 각종 신청서를 스캔하고 감시와 통제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는 신청 문헌을 실시간 확인하고 처리해 독.

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상호대차 서비스의 네트워크화3)

우리 도서관은 중국 최대의 상호대차 서비스 기관으로 전통적인 서비스 방

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에서 온라인 상호대차ALEPH Web OPAC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호대차 기관은 우리 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에.

등록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이 쉽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다.

개인 정보 조회의 네트워크화4)

우리 도서관 독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독자는 를 통해Web OPAC

개인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독자 카드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대출 내역 연체료 등을 조회하고 독자 카드의 비 번. , ,

호를 변경하거나 예약 상황 처리 중 또는 책 대출 가능 독자 카드 검사 시( ),

간 등을 확인한다.

시스템 서비스 기능의 개발 계획(2) Aleph

시스템에 이미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테스트한다1) Aleph .

예를 들면 도서목록 데이터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자들이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루트를 늘리기 위한 전자 링크 서비스 특정자료 검색 서비스 검, ,

색결과 전송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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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을 더욱 깊이 연구해 단기간 안에 제품2) Ex Libris SFX/Metalib

을 응용해 독자에게 더 광범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언어 서3) Web OPAC

비스 인터페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 기존의 중문 공동목록 시스템 을 시스템으로4) (ILAS) Aleph

전환해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전자 자료 서비스 확대2.

우리 도서관은 그동안 전자 자료의 구축과 이용을 중요시 해왔으며, 1987

년부터 전자 자료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해외. DB 106

개 국내 개로 모두 개의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DB 23 134 DB ,

해외 전자 간행물이 종류에 달하고 국내 간행물은 종류에 달한5,925 , 12,108

다 또한 멀티미디어 는 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주로. , CD 15,030 .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전자 자료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Stand Alone, CD,

있다.

우리 도서관 전자 자료의 원격 서비스 방식(1)

개인 독자 서비스1)

현재 이메일을 통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독자는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고 담당자가 를 검색한다 검색이 끝나면 검색 결과 일반적DB . (

으로 원문 전체 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독자에게 발송한다) .

단체 사용자 서비스2)

단체 사용자는 대부분 국가 행정기관 각종 부처의 공무원과 연구원으로 우,

리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이러한 사용자는 대행 서비스 방식을 통.

해 우리 도서관의 대행 서버에 등록해서 전자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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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이 준비하고 있는 전자 자료 서비스(2)

전자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

리 도서관은 전자 자료 통합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도,

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른 시일 안에 독자 특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

독자 가 우리 도서관의 전자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전자 자료 통합1)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각양각색의 전자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게 되면

현지 자료이든 멀리 있는 곳의 자료이든 이 자료들은 도서관의 공공 자원이, ,

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은 주로 참고자료 전자간행물 디지털, DB, , DB

와 다른 유형의 자료 등이다Web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 자료의 무한 검색2)

독자가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

른 유형의 자료를 검색한 다음 그 결과를 자료의 원본에 링크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 자료와 기타 유형의 문헌과 연결3)

사용자에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연결 서비스는 간행물 원문전송. ,

문헌 정보 인쇄 인용문 등의 기타 관련 정보 검색 상호대차 또는 문헌, DB ,

전송 신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대행 서비스 지원4)

개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 국가 도서관 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 ,

게 국가도서관의 전자 자료실을 방문해 실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개성화된 인터페이스와 정기적인 정보 제공5)



134 제 차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8 ․

새로운 시스템은 사용자가 검색 목록 조회 기록 등에 대해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지 시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최신 자료를. ,

알려준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자 인증 구현6)

새로운 시스템은 비교적 유연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사용해 우리 도서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증 시스템과 결합하고 동시에 제 자 인증 시스템도 지3

원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목록 확대3.

우리 도서관은 년 월부터 공동목록센터를 설립했으며 공동목록센터1997 10

설립 목적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공동목록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해 인터넷 목

록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공동목록의 장점은 회원 도서관과 사용자의 목.

록 작업 비용을 낮추고 목록의 질을 높이며 서지 의 중복 구축을 막을 수DB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 전송 방식을 채택해 서지 를 언제 어디서나. DB

공유할 수 있다.

도서 목록 의 종류와 수의 증가(1) DB

공동목록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터넷 목록 의 종류와 수가 계속 증가해 현DB

재 도서 목록 는 이미 만 항목을 넘었다 도서 목록 유형은 초기의DB 150 . DB

보통 중문 도서 목록 에서 현재는 중국 박사 논문 자료 민국 시기의 중문DB ,

도서 자료 국가 도서 목록 규범 자료 해외 간행물 등으로 확대되었다, , .

공동목록 표준화 규범화 추세(2) ,

우리 도서관 공동목록센터의 도서관 목록 전문가들은 중문 도서목록 규격《

총람》, 중국 규범 규격 총람OMR《 》, 중문 도서 명칭 규범 목록 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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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중문 도서목록 규범 데이터 등을 제정해 이를 전국 공동목록 작업의《 》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공동목록센터는 회원 도서관 목록 작업 인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록 규칙 목록 규격 등의 교육반을 개설해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

전문적인 목록 작업 인원을 교육시켰다.

공동목록센터에 참여하는 도서관 증가 추세(3)

우리 도서관의 목록센터는 전국 도서관 목록 자료의 공유를 위해 많은 역

할을 했으며 현재 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목록 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

었다 목록센터는 개의 중간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도서관이 개. 10 478

에 달하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도 판 또는 네트워크판 데이터 사용자, , , CD

가 있다.

서비스 방식 유연 다양화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한 데이터 전송(4) , , , CD,

위에서 언급한 각종 도서 자료는 프로토콜을 통해 인터넷에서 직접z39.50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에 근거해 데이터 처리 서ISBN

비스를 실시해 분류 주제 출판연도 등 사용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

수 있다.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공동목록 작업 추진(5)

우리 도서관은 현재 공동목록 중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년 안에 공동목록 의 범위를 기존의 중문 보통 도서에서1) 3~5 DB

중문 간행물 외국 문헌 해외 중문 문헌 각종 특수 문헌 예 고서 마이크로, , , ( : ,

제품 전자 출판물 등 및 소수 문헌 비공식 출판물 등으로 확대한다 자료, ) , .

의 양도 기존의 만 항목에서 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150 500 .

자의 자료 검색 적중률을 이상으로 높일 것이다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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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목록 보조 구축 과정에서 용량이 만 항목이 넘는 서명 규범2) DB 100

와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용량이 만 사이의 주제 규범 를DB 10~12 DB

구축할 계획이다 년 후에는 한 해 만 문헌의 자세한 초록을 추가하고. 5 10

만 항목의 목차 정보와 만 항목의 편명 정보를 추가할 것이다200 50 .

시스템 안에 집중과 분산을 결합하는 분포식 공동 도서관 도서 목록3)

를 구축하고 업계와 시스템 사이에 온라인 공동 도서관 도서 를 구축DB DB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년 뒤에는 중국 도서목록센터 공동 도서 에. 5 DB

있는 문헌의 총 수가 만권에 달하고 분포식과 온라인 공동 도서관을 통5,000

해 문헌 총수 억권 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2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4.

네트워크 기술이 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도서관에서 온라인 참

고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참고데이터.

서비스와 비교해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가지

고 있다 즉 서비스 범위가 넓고 서비스 형식이 다양하며 서비스의 상호성이. ,

강하고 서비스 원가가 훨씬 낮다 때문에 우리 도서관은 온라인 참고데이터. ,

서비스 분야를 적극 연구해 왔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기초 마련(1)

자료 풍부1)

우리 도서관은 연구를 위한 도서관이며 국가 도서관으로서 풍부한 도서 자

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여 년 동안 참고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해 온 경. , 70

험이 있다.

기술 보장2)

우리 도서관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도서관 연구를 시작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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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참고데이터 서비스는 디지털 도서관 연구의 중요한 내

용이다 기술면에서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도입 실시할. , ,

초기 환경이 구현되었다.

국내외 경험 참고3)

년대부터 각 국 도서관은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를 탐색해 왔으며1990 ,

중국의 일부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 전문 도서관들도 잇달아 온라인 참고, ,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했다 우리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의.

서비스 경험을 거울삼아 온라인 참고 데이터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방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준비(2)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도서관은 선진국 도서관의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

스의 발전 상황을 연구 분석했으며 년, 2003 국가 도서관 인터넷 참고데이《

터 서비스 모델 및 실행 가능성 연구》라는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 우리

도서관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방식과 단계에 대한 전문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의 예상 목표(3)

우리 도서관이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취지는 현재의 우수

한 정보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국가기관 연,

구기관 정보가 필요한 개인에게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문헌 정보를 제공,

하는데 있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간(4)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하는 데는 약 년2

이 소요된다 년 하반기까지 플랫폼 구조 설계를 마칠 계획이며 년.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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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모든 설계와 조정 작업을 마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간 후 년 하반기, 2005

모든 과정을 완료한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5)

우리 도서관의 서로 다른 서비스 대상의 특징에 맞춰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온라인 참고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자우편 서비스 웹페이지 표시 서비스. , ,

사용자 권한 부여 서비스 실시간 대화 서비스 원격 도움 서비스 문의 기록, , ,

조회 서비스 문헌 제공 서비스 스크랩 서비스 국내외 매체 정보 서비스 전, , , ,

문 문의 서비스 신착 자료 검색 서비스 검색 서비스 시간별 전문 자료, , DB ,

제공 서비스 등이다.

전국 문화 정보 자료 공유사업 참여5.

전국 문화 정보 자료 공유사업 약칭 공유사업 은 문화부 재정부가 공동으( : ) ,

로 실시하는 중요한 문화 프로젝트로 년 월 시작했다 우리 도서관은2002 4 .

인원을 파견하고 장소를 제공했으며 국가센터 건설을 담당했다 지금은 사회.

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유사업의 핵심 내용과 목표(1)

핵심내용1)

공유사업은 현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

르고 효율이 높은 문화 정보 전송과 서비스의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것으로

공유 사업의 핵심 내용은 우수한 문화 정보 자료를 디지털화 통합화해 국가,

핵심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쌍방향 전송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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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문화 정보 자료를 공.

유한다.

목표2)

몇 천년 동안 축적되어 온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국민들의 생활과

접한 현대 문화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통합해 인터넷에 중화문화 정보센터

와 네트워크 센터를 만들고 전국 각 성 시 현 향진 가도 구 아래의, , , , ( :街道

작은 행정단위 등을 아우르는 문화 정보자료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문화 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우수한 문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국

민들에게 제공한다.

년 말까지 공유사업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 현 향진 가도까지 확2005 , , ,

대해 총량 에 달하는 우수 도서 우수 예술 작품 우수 영상물 과학기술5TB , , , ,

문화 교류 등의 자료 를 구축할 계획이다DB .

사업 진전 상황(2)

초기 작업 네트워크 환경 구현1)

공유사업을 추진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국가센터 성급 중간센터를,

핵심으로 하고 하급센터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작업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

되었다 국가센터는 우리 도서관에 설립되었으며 전국 문화정보 자료를 관리.

하는 관리센터이다 이 센터는 자료를 모으고 제공하는 두 가지 일을 한다. .

성급 중간센터는 국가센터가 제공한 디지털 자료를 받아 현지 특색이 있는

자료로 재구성하고 현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서비스한다 하급센터는 디지털.

자료를 받아 현지 사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한다 현재 중국.

의 개 성 시 자치구에는 성급 중간센터가 있으며 하급센터를 운영하고 있31 , ,

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용자는 만여 명에 달한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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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 증가2)

공유사업은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요 만족 특색 강화 라‘ , ’

는 원칙을 지키면서 전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 연구기관 예술공연단, , , ,

체 등 각종 우수한 문화 정보 자료를 모으는 사업으로 최신 디지털 도서관

기술을 채택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운용해 음악감상 사진 정XML VOD, ,

보 등을 연결해주고 과학적 분류를 통해 독특한 특색이 있는 문화정보 자료

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지금까지 개 매체 로 구성된 문화정보DB . 45 DB DB

군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센터에만 의 디지털 자료가 있다 그 중에, 1.8TB .

는 유명 전문가 학자의 강연 개 영화 편 지역 연극 편 사진 자, 120 , 560 , 132 ,

료 만 장 도서 수천 권 간행물 편명 만 개 및 역사 문화 지식 법률30 , , 46 ,

지식 과학 지식 의료 지식 생활 관련 지식 등의 자료가 있다 동시에 전국, , , .

개 성급 중간센터에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가 구축되어31 DB

있다.

기술 플랫폼 구축3)

공유사업의 제 기 네트워크 플랫폼 자료 구축 사용자 서비스 디지털 판1 , , ,

권 관리 시스템 등 기술은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광케이블 연결과 위성,

발송 두 종류의 통로를 이용해 공유사업 사이트 를 운영(www.ndcnc.gov.cn)

중에 있다 공유사업은 인터넷 위성 자료 미러링 의 네 종류. , , (Mirroring), CD

의 전송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확실한 서비스를 위해 시간 자료 자동 응, 24

답과 전송 서비스를 실시해 각 성급 중간센터가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효과4)

공유사업은 자료를 구축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많은 효과

를 얻고 있다 많은 도서관 문화관 문화센터가 공유사업의 자료를 가지고. , ,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의 농민들도 하급 서비스.

망을 이용해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고 음악 강연을 들으며 영화 연극 공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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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 법률 문화예술 의식주 등의 관련 지식을 배워, , , ,

농민들이 책을 보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어려움이 다소 해

소되었다 또한 공유사업을 통해 우수한 문화 자료는 이미 학교가 보유하게.

되었으며 자질 교육을 위해 군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문화 형성을 위

해 대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 업무 핵심(3)

자료 확충 특색 강화 내용 풍부1) , ,

공유사업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관건은 특색이 있고 흡인력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급선무는 더 많은 자금을 투.

입해 자료 확충 특색 강화 품질 개선으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 .

하급 네트워크망 강화와 사용자의 발전2)

공유사업은 앞으로 각급 도서관 문화관에 하급 네트워크망을 확충하고 동,

시에 사회 각계에 조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종 방

식을 채택해 일반 사용자를 늘릴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 단체 기업 등과의. , ,

협력을 통해 공유 하급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촌과 중서부 지역의 지원 강화3)

년부터 중앙재정 전문 기금에서 일부를 지출해 서부 농촌에 하급 시2003

범 네트워크망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 향 도서관 문화관에, , ,

개의 시범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200 .

기술 시스템의 안정화4)

정보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맞춰 최신 선진 기술을 채택해 공유사업의 자

료 처리 시스템과 기술 플랫폼을 안정화한다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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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 자료 서비스 응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설치를 간소화

한다.

이상 중국 국가도서관의 네트워크 기반 각종 도서관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

개했다 그 중 일부 서비스는 이미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 ,

는 아직 계획 중에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교류에서 우리는 한국의 동종 업계의 의견과 건의를 들

었으며 양국이 국가 도서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 도서관 사업의 공,

동 발전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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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도서관 문헌 보존보호의 역사 현황 및,

교류와 협력 보고

장 평 중국국가도서관 선본특장부 부연구관원( )

역사1.

중국 국가도서관 문헌 보존보호 작업은 중국 역사 전통의 바탕 위에서 발

전해 왔으며 중국은 일찍부터 비교적 체계적인 장서 복원 방법과 기술을 가,

지고 있었다 장서는 방수 방화 방충 곰팡이 방지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 , ,

에 서고 건축 및 그 주변 환경부터 장서 보관 가구 방충 약품 및 햇볕 쬐기,

등에 이르기까지 문헌 보존보호와 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 우리 도서관은.

년대까지도 햇볕에 책을 쪼이는 조처를 취해왔다 복원기술 분야에서 중1980 .

국은 제본 글자와 그림 표구가 발전하면서 생긴 문헌 복원 업계가 독특한 수,

공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서관의 복원 작업은 이러한 기술을 계승하,

고 발전시켰다 잠정적인 통계에 따르면 건국 후 우리 도서관이 복원한 판본. ,

고적 및 특별 수장본은 약 만 건에 달해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6 .

목할 만한 것은 조성금장 돈황유서 영락대‘ ( )’, ‘ ( )’, ‘趙城金藏 敦煌遺書

전 서하 문헌 양식뇌 그림집 등의 귀중( )’, ‘ ( ) ’, ‘ ( ) ’永樂大典 西夏 樣式雷

한 문헌을 복원한 것이다.

조성금장 의 복원은 도서관 개관 이후 대규모 판본 문헌 복원작업의 선‘ ’

례가 되었다 년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많은 전문가 학자들의 적. 1950 ,

극적인 참여로 여 명의 복원 전문가들이 번의 봄과 가을을 거쳐 마침내10 15

여 건의 훼손이 심각한 부분이 있는 조성금장 의 복원작업을 완성했4,300 ‘ ’

고 이는 이후의 문헌 복원작업에 큰 경험이 되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옛. ‘

것 그대로 복원한다 는 원칙이 세워졌다’ .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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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유서 의 복원작업은 년대에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여 장‘ ’ 1980 4,000

의 훼손판과 여 권 약 미터 을 복원했다 돈황유서 의 복원은1,000 ( 40,000 ) . ‘ ’

복원 연구와 복원기술의 대대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국제 교류와 협력도 증,

가했다 구조를 주 치료를 부 로 한다는 원칙이 이 당시 세워졌다. ‘ , ’ .

도서관에 권이 소장되어 있는 영락대전 의 복원작업은161 ‘ ’ 2002

년 년 년간 진행되었으며 이는 영락대전 편찬 년을 기념한~2003 1 , ‘ ’ 600

선물이었다 이 복원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서관은 복원파일을 만들었으.

며 복원기술도 큰 진전을 보았다, .

서하문헌 의 복원작업은 년 년 년 동안 진행된 매우 어려운‘ ’ 2003 ~2004 1

작업이었다 이 작업 과정에서 복원이념 복원원칙 복원기술 등에 심각한 위. , .

기가 찾아왔다 서하문헌 복원작업을 통해 우리는 고서의 복원이념 원칙. ‘ ’ ,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인식과 실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서하문헌 의 복원작업은 서하문헌 디지털화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 ’ ‘ ’

문에 복원작업이 디지털화의 새로운 기술 조건에서 옛 것을 그대로 복원한‘

다 는 원칙을 실현했다’ .

양식뇌 그림집 은 중국 문서 문헌 유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

현재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식뇌 그림집 의 복원작업은. ‘ ’

년대 년대에 진행되었으며 몇 천 장의 그림이 모두 복원되었다1980 ~1990 .

이는 그림이 있는 특수 수장본을 처음으로 대규모 복원한 것으로 그림이 있

는 특수 수장본의 복원에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물론 우리 도서관은 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많은 고서도 복원했으며, 95 ,

고서의 수명을 늘리는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

작업 현황2.

우리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문헌 보존보호 복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판본

특수 수장본부에 속한 도서 보호조와 판본 특수 수장본 복원센터이다 현재.

우리 도서관의 문헌 보호 복원작업의 중점은 여전히 판본 고서 특수 수장본, ,

희귀 도서 간행물 등이며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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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과 규범 제정1)

보호와 복원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했다 정보와 문헌. ‘ -

문헌용지 내구성 보존 요구 국가기준 정보와 문헌 문서용지 내구성- ’( ). ‘ - -

요구 국가기준 보관실 온도 기준 업계기준 고서 복원기술 규범과’( ), ‘ ’( ), ‘

품질 기준 업계기준 국가기준 신청 중 국가 도서관 판본 특수 수장본’( , ), ‘

복원센터 작업 조례 국가 도서관 판본 특수 수장본 복원 원칙과 기술 방’, ‘

법 국가 도서관 판본 특수 수장본 복원센터 장서 복원 단계별 원칙과 품’, ‘

질 검사 기준 등이다’ .

이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려고 한다 즉 고서, . .

복원사 국가 직업 기준 도서관 문헌 냉동 살충 기준 도서관 문헌 곰팡이 방, ,

지 기준 문헌 종이 내구성 테스트 기준 도서관 종이 문헌 탈산기술 기준, , ,

도서관 종이 문헌 저온건조 기준 도서관 소독 방역 기준 도서관 문헌 극초, ,

단파 건조 기준 도서관 문헌 재해 방지 기준 도서관 문헌 산소 제거 질소, , (

보충 봉합 보존 기술 기준 판본 고서 문헌 보관함 보호 기준 등등) , ,

문헌 보호를 위한 일상 작업2)

환경 부분(1)

① 온도 습도 조절 우리 도서관은 주로 중앙 에어컨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

있으며 판본 등 중요 서고에는 전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서고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도 도 또한 공기 중.(20 ± 2 , 50% ± 5%),

의 먼지와 유해 기체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 여과도 하고 있다 우리는.

서고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서고에 여 개의 검사 장비를 설치해10

놓고 매주 한 번씩 결과를 체크하고 있으며 온도와 습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관련 부처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분기마다 관련 상. ,

황 자료를 모아 상부에 보고해 도서관 관리층과 관련 부서가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장비는 온도와 습도 테스트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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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기체 검사 한해에 두 번씩 주요 서고에 대해 유해 기체 검사하고:②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며 검사는 전문 기관이 담당한다, .

방충 작업 한해에 한 번씩 장뇌약 쥐약 바퀴벌레약 등의 방충약품을: , ,③

뿌린다.

장서 보호(2)

냉동살충 고서 특수 수장본 등과 같은 수장품 수장품 보관함등의 물품: ,①

은 일반적으로 냉동살충 처리를 한 후 서고에 넣는다 냉장고나 냉동 창고를.

사용해 수장품에 대한 살충과 방충처리를 한다.

보관 기구 제작 보관 기구 제작은 고서 특수 수장본에 국한되며 일부:②

특별히 필요한 간행 자료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거나 보관 기구를 손질한다.

보관 기구는 대부분 상자나 종이 봉투이며 특별히 귀중한 문헌에는 목제함을

하기도 한다 작년 우리는 돈황유서 에 목제함과 목제장을 제작하고 돈황. ‘ ’

전문 서고를 건립했으며 영락대전 을 복원한 후 이를 위해 전용 책장을‘ ‘

만들기도 했다 보관 기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은 방산방충이다 때문에 우리는 산성이 없는 재료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제작.

과정에서 화학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보호 수단(3)

고적의 디지털화 컴퓨터와 기타 디지털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서 디지:①

털화는 고서가 널리 이용되는 루트가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서 보,

호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서하문헌 의 디지털화를 완료. ‘ ’

했으며 현재는 대규모 고대 지방지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

석각 확장편과 갑골 및 확장편 디지털화와 영락대전 등의 귀중한 문헌의‘ ’

디지털화도 진행 중에 있다.

판본 재제작 등 고서 복원 중국의 판본 재제작은 대규모의 국가 중점:②

문화 사업으로 그 목적 중의 하나는 판본 고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영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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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 진품인쇄 문진각 사고전서 의 영인 은 귀’ , ( ) ‘ ( )‘ ( )文津閣 四庫全書 影印

중한 문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복원작업3)

복원원칙 오랫동안의 복원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1) :

쌓았으며 고서 복원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

옛 것을 그대로 복원한다 즉 될 수 있으면 고서의 원래 모습을 그: ,①

대로 유지하고 복원 과정에서 원래의 정보를 잃지 않도록 해서 문

물 문헌 가치의 훼손을 막는다, .

구조를 주 치료를 부 즉 수명이 거의 다한 문헌이나 문헌의 수명, : ,②

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복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훼손이 심하지 않

은 문헌 또는 부분은 되도록 작업하지 않는다.

원 상태 유지 즉 채택한 복원 방법과 사용재료로 문헌의 원래 모: ,③

습을 반영해야 하며 필요할 시 기존의 복원을 뒤집을 수 있다.

복원공예 우리 도서관의 복원작업은 중문 판본 고서와 특수 수장본의(2) :

복원을 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해 수공. ,

으로 작업한다 년대 펄프 보서기 를 자체 개발한 후 일. 1990 ( ) ,補書機

부 충식이 심각한 고서에 대해서는 보서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복원 대상에 따라 다른 복원기술이 사용된다 때문에 문헌을 복, .

원하기 전에 복원 방법을 먼저 정한다 복원 방안을 정할 때는 반드시.

복원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복원 품질은 고서 복원기술 규. , ‘

범과 품질 기준 을 따라야 한다’ .

복원파일 우리 도서관은 작년부터 복원파일을 작성하기 시작해 자체(3) :

설계한 소프트웨어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서 내용은 복원 대상의 원시.

물리 특징 문헌 특징 훼손 정도 복원 방안 및 관련 사진 등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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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진행4)

우리 도서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기준 복원이념 원칙 복원기술 등에, , ,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예를 들면 문헌용지 등 분야의 기준 산소 보존. , ,

기술을 응용한 귀중 도서 보호의 실행 가능성 연구 산소 제거 연구 종이섬, ,

유의 테스트 여러 종류 종이의 새로운 방법 연구 종이의 수소 이온 지수와, ,

종이 노화와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대외 교류와 협력3.

각종 형식의 토론회와 국내외 기술 교류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이

대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주요 방법이다.

우리는 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가 간의 문헌 보존 기술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작업과 연구를 추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개최한 회의로는 중문 판본 고서적 보존 보호 국제 토론회 영락대‘ ’,‘

전 편찬 년 국제 토론회 돈황사본 유서 복원 및 디지털화 국제 토론600 ’,‘

회 전국 도서관 고서 업무 연례회의 각종 복원 전문 회의 등이 있었’,‘ ’,‘ ’

다 또한 우리도 국내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 .

국제 교류 분야에서 우리 도서관은 영국 프랑스 등과 기술 교류를 해왔으,

며 특히 돈황유서 의 복원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류를 통해 일치된 복원, ‘ ’

이념과 방법을 찾아내 돈황유서 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모리셔‘ ’ . ,

스에서는 펄프 보서기 사용법과 관련 복원기술을 현지 복원 기술자( )補書機

들에게 교육하고 일부 장서의 복원을 도왔다 이 밖에 우리 도서관에서 학생. ,

들에게 복원기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중국 국내에서 기술 교류회 외에 우리는 각 지역에서 온 복원기술 인원들

에게 교육을 하고 자매결연 기관의 귀중 문헌을 복원해 주거나 복원을 지도

해 주고 있다.

국제 도서관 연합 문헌 보호센터 중국 지점이 우리 도서관에 설립되면서

앞으로 국내외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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