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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Is librarianship a profession or an occupation? What does it mean in
knowledge-based society? How does it compare with other professions? An
examination of this question will lay a foundation for developing a personal
philosophy and a set of values for librarian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status of librarianship in
selected organization and nations(ILO, UK, France, USA, Canada, Japan, China
and Taiwan, and Korea) and to evaluate the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Korea, based on structural, process, and perception approach of profess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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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librarians have a poor professional image and status in Korea. The
best scenario of professionalization of librarianship is for the library profession
to embrace social changes and accept a new idea of service as one which
integrates the new technology with traditional ideas of service, quality,
universal access, and cooperation.

사서직은 전문직인가, 범속직인가. 이 명제에 대한 해명은 국내 사서직의 사회적
가치와 철학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노동
기구를 비롯한 주요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과 대만, 한국)의 표
준직업분류표에서 사서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직업사회학적
접근방법(구조론, 과정론, 인식론)을 적용하여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평가하고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1. 서언
도서관은 인류 문명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변
증법적 논리 속에서 사회적 변용의 궤적을 그리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숭고한 지식문화와 정보가치를 체현하는 현실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서직은 그것의 영속성과 중요성을 담보하는 주역
이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이 단연 압권이다. 그
는 ‘도서관의 위치, 이용시간, 제시설, 자료보존 방법이 어떠하든 도서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인력’이라고 단언하였다.2) 또한 쳉(G. Cheng)은 비
록 인터넷, 전자출판물, 지식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사
서는 모든 고객에게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핵심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정보
생태계에서 핵심 종(key species)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3)이라고 역설
2) S.R. Ranganathan, Five Laws of Library Science(Madras :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1), p. 50.
3) Grace Cheng, "The Shifting Information Landscape : Re-inventing the Wheel or a Whole
New Frontier for Librarians,"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49, No.1(Feb. 200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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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서직을 전문직(profession)4)
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집중화된 학문적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화된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직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서직처럼 전문직적 속성을
가지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사회에서 그것의 전문직성(professionalism)5)을
평가하거나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직업의 전문직성은 표준직업분류상
의 위치를 비롯하여 전문직 이론에 입각한 접근, 전문직의 구비요건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방법, 사회적 평판과 인식도 등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결과도 상이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업사회학적 측면에서 사서직은 전문직인가, 일반직(occupation)
인가. 아니면 준전문직(semi-profession)인가,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
과정에 있는 직업인가. 사서직이 전문직이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내지 당위성
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 환언하면 사서직의 전문성 내지 전문
직성 논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 등장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그러나 각종 자료와 인간적 봉사를 핵심가치로 상정하는 사서직
이 전문직군으로 정착된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지금도 전문직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 본질이 사서직의 전문성과 전문직적 위상임에도 불
구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기 보다는 막연히 전문직으로 인식하거나 전문직이어
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주요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
다, 일본, 중국과 대만, 한국)의 표준직업분류표에서 사서직을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직업사회학적 접근방법(구조론, 과정론, 인식론)
을 적용하여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평가하고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전문직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객체이며,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적 실체성이 주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문직은 존재를 수긍
하고 합법성을 믿으며 그것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5) 전문직성은 그것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내포하지만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이다. 따라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며, 전문직 내부 또는 외부로
부터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믿음이나 가치의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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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지향성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행위의 논거로 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2. 사서직의 표준직업분류상의 위상
2.1 국제노동기구(ILO)의 ISCO-88
표준직업분류는 모든 직업을 범주화하기 위한 공통언어로 개발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88)이다.
<표 1>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98)상 사서직의 직업적 위상
Major group
1
2
3
4
5
6
7
8
9
0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Professionals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Workers and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Elementary Occupations
Armed Forces

skill
level
4th
3rd
2nd
2nd
2nd
2nd
2nd
1st
-

Librarian

2 Professionals
24 Other professionals
243 Archivists,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
2431 Archivists and curators
2432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

ISCO-88은 모든 직업을 <표 1>과 같이 10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에 요구되거나 적합한 기술수준(skill level)을 제시하고 있다.6) 이 가운데 사
서직은 두 번째 그룹(2 Professionals)에 속하며, 다시 4개의 하위그룹(21
Physical, Mathematical and Engineering ; 22 Life Science and Health ;
23 Teaching ; 24 Other)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직은 기타 전문직
6)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download/res/isco.pdf.[cited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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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rofessionals) 아래에 문서관리자 및 관련 정보전문직과 함께 가장
높은 기술수준(4th)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유럽 제국의 표준직업분류표
먼저 영국은 2000년에 표준직업분류표(SOC :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를 개정하였다. 이 SOC-2000은 모든 직업을 9개의 대항목(1.
Managers and Senior Officials, 2. Professional Occupations, 3. Associate
Professional and Technical Occupations, 4. Administrative and Secretarial
Occupations, 5. Skilled Trades Occupations, 6.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7.
Sales and Customer Service Occupations, 8. Process, Plant and Machine
Operatives, 9. Elementary Occupat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영국 표준직업분류표(SOC-2000)상 사서직의 위치
Major Group

Sub-Major Group

Minor Group

Unit
Group

Group Title

2 Professional
Occupations

24 Business And
Public Service
Professionals

245 Librarians and
Related
Professionals

2451

Librarians
Archivists and
curators

4 Administrative 41 Administrative
And Secretarial
Occupations
Occupations

413 Administrative
Occupations:
Records

4135

2452

Library
assistants
/clerks

그 가운데 도서관 직원과 관련된 항목을 간추리면 <표 2>와 같다. 즉, 사서
는 ‘석사학위 및 경력과 관련된 공식적 훈련기간을 요구하는 직업’을 의미
하는 전문직업(Professional Occupations) 아래에 아키비스트 및 큐레이터
와 함께 배정되어 있으며, 기타 직원은 사무 및 서기직업(Administrative
And Secretarial Occupations)에 편성되어 있다.7)
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2000, Vol.1 : Structure a

nd Descriptions of Unit Groups(London : The Stationery Office, 2000), pp. 12-28 ; http://w
ww.statistics.gov.uk/methods_quality/ns_sec/downloads/SOC2000.doc. [cited 200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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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랑스의 표준직업분류표는 2003년에 개정된 ｢Professions et
Catgories Socioprofessionnelles des Emplois Salaries d’Entreprise｣
이다. 이 ’PCS-ESE, version 2003’8)은 모든 직업을 6개의 대영역(1
Farmers, 2 Craftsmen, tradesmen and heads of undertakings, 3
Frameworks

and

higher

intellectual

professions,

4

Intermediate

professions, 5 Employees, 6 Workmen), 29개의 중영역, 412개의 소영역
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 프랑스 표준직업분류표(PCS-ESE, 2003)상 사서직의 위치
3 Cadres et professions intellectuelles superieures
35 Professions de l'information, des arts et des spectacles
351a Bibliothcaires, archivistes, conservateurs et autres cadres
du patrimoine
37 Cadres administratifs et commerciaux d'entreprises
372f Cadres de la documentation, de l'archivage
(hors fonction publique)
4 Professions intermediaires
42 Professeurs des ecoles, instituteurs et professions assimilees
425a Sous-bibliothcaires, cadres intermediaires du patrimoine

그 중에서 사서직은 <표 3>에 간추린 바와 같이 ‘프레임워크 및 고도의 지적 직
업’ 아래의 ‘정보예술스펙타클
․
․
직업’(35 Professions of information, arts
and the spectacles)에 배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의 351a에 ’사서’(Librarians)
를, ‘37 Administration and commercial executives of companies’ 아래의
372f에 ‘Frameworks of documentation, filling(except public office)’을,
‘42 Professors of the schools, teachers and comparable professions’ 아래
의 425a에 ‘사서보’(Assistant Librarian)를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도 다
른 국가처럼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사서직은 아키비스트, 자료
8) http://www.insee.fr/fr/nom_def_met/nomenclatures/pcs/pages/pcs.htm.[cited 200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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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가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기타 스웨덴․핀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등은
ISCO-88을 전면 수용하였으며, 폴란드․불가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체코․
슬로바키아․마케도니아 등도 수용은 하되,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유
럽 제국의 직업분류와 ISCO-88의 양립성 정도는 <표 4>와 같다.9) 즉, 독
일․프랑스․스페인 등은 양립성이 양호하며, 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는 보통 수
준이다.
<표 4> 유럽 제국의 직업분류와 ISCO-88과의 관련성
국 가

분류명

ISCO-88과의 매핑

양립성 정도

벨 기 에
덴 마 크
독
일
스 페 인
프 랑 스
그 리 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영
국
핀 란 드
오스트리아
스 웨 덴

INS-91
DISCO-91
KldB-92Rev
CNO-94
PCS-ESE, version 2003
STEP-92
체-91
CP-91
CBS 90/91
췌-94
SOC-90
TLN-95
BS-72
SSYK-95

단순
〃
복잡
단순
복잡
단순
복잡
단순
〃
〃
복잡
단순
단순

보통
〃
양호
〃
〃
〃
보통
취약
보통
양호
취약
알수 없음
적용 불가
알수 없음

2.3 북미 양국의 표준직업분류표
먼저 미국의 표준직업분류표는 1977년(665개 항목)과 1980년(778개 항목)에

9) Peter Elias, Occupational Classification : Concepts, Methods, Reliability, Validity and

Cross-national Comparability(Coventry :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University of
Warwick, 1997),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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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8년에 개정되었으며, 공식명칭은 SOC-98(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1998 Revision)이다. 이 분류표는 수행된 작업의 형태, 직능
및 경제기반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ISCO-88의 기본개념과 유사한 직능유
형(skill type)과 직능수준(skill level)10)을 직업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전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보다 측정하기 쉽기 때
문이다.
SOC-98은 모든 직업을 그 정의에 따라 820개의 직업으로 구분한 다음에 23
개의 대영역11), 96개의 중영역 그리고 449개의 소영역으로 군집하였다. 그 중
에서 도서관학자는 <표 5>에 간추린 바와 같이 ‘25-0000 교육훈련도서관직
․
․
업’ 아래의 ‘도서관학 교육자(25-1082)에, 사서직은 ‘사서학예사문서관리
․
․
자’(25-4000 : Librarians, Curators, and Archivists) 아래의 25-4020에
‘사서’(Librarians)를, 25-4030에 ‘도서관기술원’(Library Technicians)
을 위치시키고 있다.12) 또한 ‘43-0000 기타 보조직업’ 아래의 43-4120에
‘도서관 보조원’(Library Assistant)을 배정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도서관
을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사서직도 교육관련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10) 직능의 수준은 어떤 직업에 입직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학력, 자격증, 경험으로
정의되는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는 업무 및 그 범위와 복잡성을 말하며, 직능의 유형은 수
행된 작업의 형태와 작업활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11) 23개의 대영역은 다음과 같다. 11. Management Occupations, 13.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Occupations,

15.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17.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Occupations, 21.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Occupations, 23. Legal Occupations, 25.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Occupations,
27.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Occupations, 29. 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 31.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33.
Protective

Service

Occupations,

35.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related

Occupations, 37. Building and Grounds Cleaning and Maintenance Occupations, 39.
Personal Care and Service Occupations, 41. Sales and Related Occupations, 43.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Occupations, 45. Farming, Fishing, and Forestry
Occupations,

4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Occupations,

49.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ccupations, 51. Production Occupations, 53.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 55. Military Specific Occupations.
12)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OC) System<http://www.bls.gov/soc/home.htm> [cited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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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표준직업분류표(SOC-98)상 사서직의 위치
25-0000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Occupations
25-1000 Postsecondary Teachers
1080 Education and Library Science Teachers, Postsecondary
1081 Education Teachers, Postsecondary
1082 Library Science Teachers, Postsecondary
25-4000 Librarians, Curators, and Archivists
4010 Archivists, Curators, and Museum Technicians
4011 Archivists
4012 Curators
4013 Museum Technicians and Conservators
4020 Librarians
4021 Librarians
4030 Library Technicians
4031 Library Technicians
25-9000 Other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Occupations
9090 Miscellaneous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Workers
9099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Workers, All Other
43-0000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Occupations
43-4000 Information and Record Clerks
4120 Library Assistants, Clerical
4121 Library Assistants, Clerical

다음으로

캐나다의

2001년

표준직업분류표(CCDO

:

Canadian

Classification and Dictionary of Occupations)는 모든 직업을 10개의 대
항목13)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5 예술․문화․연구․스포츠분야의 직
업’ 아래의 ‘5111 Librarians’에 배정되어 있는 사서직의 직업적 성격은
13) 10개의 대항목은 다음과 같다. 0 Management Occupations, 1 Business․Finance and
Administration

Occupations,

2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and

Related

Occupations, 3 Health Occupations, 4 Occupations in Social Science․Education․
Government Service and Religion, 5 Occupations in Art․Culture․Recreation and
Sport, 6 Sales and Service Occupations, 7 Trades․Transport and Equipment
Operators and Related Occupations, 8 Occupations Unique to Primary Industry, 9
Occupations Unique to Processing․Manufacturing and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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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캐나다 표준직업분류표(CCDO)상 사서직의 위치
구분
기술수준

A

B

통상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직업

통상 단과대학
교육이나
도제훈련을
요구하는 직업

대분류

중분류

51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rt
And Culture

511
Librarians,
Archivists,
Conservators and
Curators

53
Technical and
Skilled Occupations
in Art, Culture,
Recreation and
Sport

521
Technical Occupations
in 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Art
Galleries

세분류
5111 Librarians
5112 Conservators
and Curators
5113 Archivists
5211 Library and
Archive
Technicians
and Assistants
5212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표 6>14)에 집약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며, 예술 및
문화분야의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4 일본의 표준직업분류표(JSCO-97)
일본의 표준직업분류(JSCO : Japanese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는 1960년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 기초하여 제정된 이후 4
차례(1970, 1979, 1986, 1997)에 걸쳐 개정되었다. 분류원칙은 ISCO의 기
본체계를 유지하되,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직종의 등장, 오
래된 직업의 소멸, 사회통념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전
면 개정한 JSCO-97은 모든 직업을 10개(Ａ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 Ｂ
관리적 직업 종사자, Ｃ 사무종사자, Ｄ 판매종사자, Ｅ 서비스직업 종사자,
Ｆ 보안직업 종사자, G 농림․어업작업자, Ｈ 운수․통신종사자, Ｉ 생산공정․노
무작업자, Ｊ 분류불능의 직업)의 대항목, 81개의 중항목, 364개의 소항목으
14) http://www23.hrdc-drhc.gc.ca/2001/e/generic/matrix.pdf ; http://www23.hrdc-drh
c.gc.ca/2001/e/groups/5.shtml.[cited 200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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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본 표준직업분류표(JSCO-97)상 사서직의 위치
대분류

중분류

Ａ 전문적기술적
․
직업종사자

20 기타 전문적
직업종사자

Ｃ 사무종사자

25 일반사무
종사자

소분류
209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은 전문적
직업종사자
251 총무사무원
․
․
․
259 기타 일반사무종사자

비고

다른 국가와 달리
직업분류표에 사서
직을 명시하지 않
고 있음

로 구분하였다.15)
현재의 JSCO는 대항목 10개, 중항목 80개, 소항목 379개, 세항목 2,16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직업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세항목에서도 ‘사서’
내지 ‘도서관원’이라는 직명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
사서직을 ‘전문직’에 분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사서직도 <표 7>에
발췌한 ‘A 전문적․기술적 직업종사자’에 예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 사무종사자’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5 중국과 대만의 표준직업분류표
중국은 1995년에 시작한 ｢中華人民共和國職業分類大典｣을 1999년 5월에
완성․공포하였다. 그 골자를 보면 모든 직업을 8개의 대영역16)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66개의 중항목, 413개의 소항목, 1,838개의 세항목으로 나누고
있다.17) 사서직, 즉 도서관 전업인원은 ‘2 전문기술인원’에 분류되어 있는
데, 구체적인 세목을 발췌하면 <표 8>과 같이 연구원과 공무원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직 공무원은 소분류에서 檔案職인 문서관리인과 함께 배정
15) http://www.stat.go.jp/index/seido/9-2.htm. [cited 2004. 9. 27]
16) 8개 대영역은 1 국가기관․정당조직․기업․사업단위 등의 책임자, 2 전문기술인원, 3 경영인
원 및 관련인원, 4 상업 및 서비스산업, 5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생산인원, 6 생산․운송장치
조작인 및 관련직업, 7 군인, 8 기타를 말한다.
17) 馮桂林, 朱志傑 主編, 中國職業分類大典(北京 : 中國勞動出版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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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국과 대만의 표준직업분류표상 사서직의 위치
구분 대류

2
專業
중국
技術
人員

중류

소류

2-01
科學硏究
人員

2-01-07
圖書館學
․情報學
硏究人員

세류 및 직업명칭

통속명칭

2-01-07-00 圖書館學情報學
․
硏究人員

圖書館
專業人員,
2-12
硏究館員,
2-12-06
2-12-06-01 圖書資料業務人員
新聞出版
副硏究館員,
圖書資料與檔案 2-12-06-02 檔案業務人員
文化工作
館員,
業務人員
2-12-06-99 其他圖書資料与檔案業務人員
人員
助理館員,
圖書管理師,
2912 圖書館管理師及有關資訊專業人員
國立圖書館員
291
2912.01 圖書資訊管理師
學術圖書館員
文物管理師․
29
2
2912.02 多媒體資訊管理師
多媒體資訊師
圖書管理師及
대만 專業 其他
2912.03 圖書館管理員
人員 專業人員 有關資訊專業
2912.90 其他圖書館管理師及有關資訊
人員
專業人員

되어 있다.18)
다음으로 대만은 行政院 勞工委員會 職業訓鍊局이 2002년에 발간한 ｢中華
民國職業標準分類｣(제5차 수정)에서 모든 직업을 10개 대항목19)으로 대별한
후에, 37개의 중항목, 114개의 소항목, 394개의 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서관원의 세분류 내역을 보면 역시 <표 8>에서 전업인원 가운데
기타 전문직에 배정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文物管理師와 함께 圖書管理師로
지칭하고 있다.20)

18) http://www.labournet.com.cn/qingkuang/biao/19990726_1701.htm ; http://www.labo
urnet.com.cn/qingkuang/biao/19990726_3201.htm. [cited 2004. 10. 23]
19) 10개 대항목은 1 民意代表․行政主管․企業主管及經理人員, 2 專業人員, 3 技術員及助理專業
人員, 4 事務工作人員, 5 服務工作人員及 售貨員, 6 農․林․漁․牧工作人員, 7 技術工及有關
工作人員, 8 機械設備操作工及組裝工, 9 非技術工及體力工, 10 現役軍人을 말한다.
20) 行政院主處 編印, 中華民國職業標準分類 : 第5次修正(臺北 : 同院主處, 1992), pp. 86-8
7 ; http://www2.evta.gov.tw/odict/srch.htm. [cited 200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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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의 표준직업분류표(KSCO-99)
국내에서는 1960년 당시의 내무부 통계국이 국세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이후에는 경제기획원이 통계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작성한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58)에 근거하여 1963년에 한국 최초의 표준직업분류를 제정하였다.
이어 1968년과 1988년에 ILO가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함에 따라 그리고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의도로 3차례
(1970년, 1974년, 1992년)에 걸쳐 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신종
직업이 대거 출현한 반면에 기계화와 자동화로 쇠퇴한 직업도 많아 전면 개
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0년 1월 7일자로 ｢통
계청 고시｣(제2000-2호)로 확정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 현
재의

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99)이다. 현행 KSCO-99는 모든 직업을 <표 9>처럼 대분류(11개), 중

<표 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99)의 개요

0
1
2
3
4
5
6
7
8
9
A

대분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계

중분류
3
8
9
2
4
3
3
5
4
4
1
46

소분류
8
33
29
11
14
6
10
17
23
9
2
162

세분류
34
75
68
28
31
9
24
70
82
23
3
447

세세분류
72
240
193
58
75
18
48
282
357
58
3
1,404

*직능수준 : 1(초등교육), 2(중등교육), 3(기술전문교육), 4(대학 및 대학원 교육)

직능수준*
4
3
2
2
2
2
2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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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상 사서직의 위치
대분류

1
전문가

중분류

18
문화,예술,
방송관련
전문가

소분류

세분류

1811
기록
보관원 및
181
박물관
등
기록 보관원,
관리인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세세분류
18111
기록 보관원
18112
박물관 등 관리인

1812
사서

18120
사서

예시
․ 기록 보관원
․ 큐레이터
․ 화랑 관리인
․ 박물관 관리인
․ 사서

분류(46개), 소분류 (162개), 세분류(447개), 세세분류(1,404개)로 이어지
는 계층적 구조로 세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서는 <표 10>처럼 ‘1 전문
가’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다시 8개로 세분된 전문가(과학, 컴퓨터
관련, 공학, 보건의료, 교육, 행정․경영․재정, 법률․사회서비스․종교, 문화․예술․방
송관련) 중에서 ‘문화․예술․방송관련 전문가’ 집단에 기록보관원 및 박물관
등의 관리인과 함께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서는 직업분류상 가장 높은 직
능수준(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요구하는 ‘전문가’ 직업군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ILO의 ISCO-88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표준직
업분류표는 사서직을 학예직, 기록전문직과 함께 전문직에 배정하고 있다. 반
면에 일본의 JSCO-97은 ‘A 전문적․기술적 직업종사자’ 아래에 사서 내지
도서관원이라는 직명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3. 사서직의 전문직성과 지향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서직은 표준직업분류에서 전문직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사서직은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
리고 사서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당사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를 과정론, 구조론, 인식론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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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직의 직업사회학적 접근방법
오늘날 직업사회학에서는 직업의 범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고
전적 전문직(의사, 법조인, 성직자, 교수, 과학자)이고, 둘째는 최근에 권위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고수입을 올리는 신흥 전문직(기술자, 회계사, 건축업자,
신문기자, 방송인, 컴퓨터 전문가 등)이며, 셋째는 고전적 및 신흥 전문직에
비해 수입과 자율성이 낮고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준전문직(간호사,
교사, 사서)과 보조직이다.
이러한 직업적 범주에서 전문직을 지칭할 때는 독점(monopoly)과 자율성
(autonomy)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배타적 영역을 확보한 직업을 말한다. 전
자는 ‘집단의 일원에 대한 업무의 배타적 권리’이며, 후자는 ‘내적 업무나
개별적 행동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직
을 다른 직업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다. 개인에 따
라 고전적 전문직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직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유동성과 가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50년대
부터 다양한 이론 내지 접근법(특색 또는 구조, 권력, 체계, 과정 등)으로 유
형화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 첫 번째가 지금도 가장 지배적인 모형의 하나인 구조 또는 특색접근법
(structure or trait approach)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학자들의 공통적 이
념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있다.21)
① 전문직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지식을 가진 직업이다. 다만
지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모두 전문직은 아니며, 그 지식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좋은 조건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문직은 자율성을 가진 직업이다. 자율성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즉석에서
문제들을 다루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1) Randy Hodson & Teresa A. Sullivan,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Belmont :
Wadsworth, 1990), pp. 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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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직은 권위를 가진 직업이다. 권위는 전문가들이 이용자와 부속 직업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명령에 대한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전문직은 이타적인 직업이다.
이러한 구조이론 또는 특색접근법의 공통적인 이념은 전문직의 특성 내지
인정기준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먼저 그린우드(E. Greenwood)22)는 전문직
의 5가지 특성을 체계적인 이론의 존재, 전문인의 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권, 공식 및 비공식으로 강행되는 윤리요강, 전문가적 문화로 정의하였다.
구드(W.J. Goodes)23)는 전문직의 특성을 2가지의 핵심요소로 설명하였는
데, 그 하나가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훈련을 통한 추상적 지식체계의 형성이
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봉사지향성이다. 그리고 이치가와(市川 昭午)는
전문직의 요건으로 직무의 공공성, 전문 기술성, 전문적 자율성, 전문직 윤리,
사회적 평가를 제시하였다.24) 그러나 구조 내지 특색접근법은 전문직과 비전
문직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전문직의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리하지만, 사회에 따라 전문직의 지위나 권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해명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문직이 사회적 분화현상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다는 논리를 부정하면서 등장한 이론적 관점이 프라이슨(E. Freidson), 휴
즈(E.C. Hughes) 등으로 대표되는 권력이론(power approach)이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볼 때 전문직은 여러 이익집단의 권력갈등을 포함하여 특수한 과
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능력 차이를 전문가 지배

(professional power)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권력의
속성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상황조건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탈전문직화를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단일요소로 전문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22) Ernest Greenwood,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Vol.2, No.3(1957), pp. 45-55.
23) W.J. Goodes,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of Profession : Psychiatr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5(1960), pp. 902-914.
24) 市川 昭午, 敎育行政の理論と構造(東京 : 敎育開發硏究所, 1975), pp. 2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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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애버트(A. Abbott) 등이 또 다른 대안으로 주장한 체계이론
(system of profession approach)은 전문직을 구성하는 일련의 요건을 가지
고 그것의 내적 역동성을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인 체계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부언하면 모든 직업은 상호의존적 체계를 형성하며, 특히 전
문직성은 다른 직업과의 갈등 속에서 구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직업의
역사를 단선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직업체계’ 속에서 역
동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애버트는 사회학자들이 직업을 완
전한 전문직과 준전문직으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영속적일 수도 없으며, 일반직업이 전문직으로 부상하는데는 상당한 기간
이 필요하지만 학교가 설립되고 협회․면허․윤리강령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쳐 변
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5)
마지막으로 카플로(T. Caplow)와 윌렌스키(H. Wilensky)로 대표되는 과
정이론(process approach)은 어떤 비전문직이 전문직업으로 변화하는 과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문직은 일련의 계기와 단계를 거
처 전문직으로 진화한다는 가정 하에 과거의 이분법적 접근법을 거부하고 여
러 직업이 전문직화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의 직업
이 전문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대학의 훈련과정 개설, 전국적 조직망 형성,
직무분석과 핵심과업의 재정의, 상․하위직의 알력과 갈등, 인접 전문직과의 갈
등, 정치적 선동을 통한 법적 보호와 보장, 윤리강령의 제정과 적용 등의 7단
계로 제시하였다.26)
이처럼 전문직을 규정하는 제이론 또는 접근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특정 직업의 전문직성을 재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접근법을 혼용하여 전문직의 구조적 및 태도적 속성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홀(R. Hall)27)이
25) Andrew Abbott, "Professionalism and the Future of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46, No.3(Winter 1998), p. 431.
26) Harold L. Wilensky,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0, No.2(Sept. 1964), pp. 137-158.
27) Richard Hall,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3, No.1(1968), pp. 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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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성과 관료제화(권위의 위계, 노동의 분업화, 구성원 통제를 위한 규칙
의 존재 유무, 의사결정에서 절차의 구체화, 비인격화, 기술적 경쟁력)를 상
관분석한 결과, 양자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이 관료
화 될수록 전문직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전문직의 관료화
가 탈전문직화(deprofessionlization)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 전문직 중심의 논
리인 구조(특색)이론은 새로운 전문직의 출현과 전문가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직종이 대거 출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과정이론과 더불어 현실적인 접근방
법이다. 이들은 사회 및 사서의 인식론과 함께 직업사회학 뿐만 아니라 도서
관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논거로
볼 수 있다.

3.2 사서직의 구조론적 전문직성 평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직업의 전문직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의 구조론
은 다양한 인정기준 내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함축하는 논거적 특
성은 4가지(조건, 태도, 규범, 평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조건적 기준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말하며, 이를 위한 교육기관이
실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공인된 학문적
방법을 통한 고등지식의 체계적 습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태도적 특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직능단체, 즉 전문직 협회의 구성이다.
셋째, 규범적 기준은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심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직업윤리)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평가적 기준은 직업의 구성원과 그들의 역할을 국가나
사회가 전문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회가 어떤 직업을 전문직으로
평가할 때, 그들의 특권은 법제화되고 활동영역을 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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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문직(사서직)의 인정기준․요소․특성
Andrews, K.R.

① 입증된 지식이나
연구를 통한 전
문지식 및 이론
의 체계화
② 지식의 실제적
응용능력
③ 전문직 자체의
발전과 사회에
대한 개선노력
④ 실행기준의 설
정과 자율적
통제
⑤ 사회적 인정

Rothman, R.A.

① 전업적
직업활동
② 훈련을 위한
학교 또는
그에 상응
하는 기관의
설립
③ 협회 구성
④ 윤리헌장
제정

김중한
① 사회의 전문성
인정, 합당한
보수, 자격증
(면허증)
② 전문지식과
학식 및
능숙한 기술
③ 고객에 대한
봉사책임
④ 전문단체와의
관계가 소속
기관과의 관계
와 동일한
충실도
⑤ 학술단체의
일원

일본도서관협회

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지
적, 정신적 활동
② 학문의 확립, 기술의 표준화, 장
기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
③ 개인의 직무상 자율성
④ 자료를 잘 알고, 자료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력을 가질 것
⑤ 윤리원칙과 봉사정신에 대한 높
은 사회적 평가와 대우
⑥ 면허양성
․
등에 대한 자주적 규
제능력의 확보, 윤리강령을 실
시하는 직능단체의 형성

이들은 이른바 전문직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며, 보편적인 평가잣대로 사
용되고 있다. 더 명시적으로 말하면 <표 11>28)에 집약한 바와 같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의 습득, 자격인정제도의 확립, 직무
의 자율성과 봉사의 공공성, 계속적인 자기개발이 가능한 전문단체의 구성,
행동규범을 명시한 윤리강령의 제정,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인정 등으로 규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성은 직업사회학 및 도서관계에서
제시하는 인정기준이나 요건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가. 이를 평가하면 다음
과 같다.29)

28) Kenneth R. Andrews, “Toward Professionalism in Business Manag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Vol.47, No.1(Mar./April 1969), pp. 50-61 ; Robert A. Rothman, Working
Sociological Perspectives(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Hall, 1987) ; 김중한, “도서관관
계 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圖書館學, 第1輯(1970), pp. 133-134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員
の問題調査硏究委員會, “圖書館員の專門性とは何か,” 圖書館雜誌, 第64卷, 第5號(1970, 5), p. 213.
29)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완전개정판(대구 : 태일사, 2002), pp. 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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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 현재 32개 대학과 7개 전문대 및 3개 대학의
사서교육원에서 연간 2천 4백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한 많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23개
와 10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16개)에서 고급 연구인력을 배출하고 있으
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연중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현직자에게
실무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직을 위한 교육적 환경
은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의 학부교육은 주제전문가의
양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부제의 시행으로 이수학점이 42학점
내외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교육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② 자격 인정제의 확립 : 국내 사서직의 자격인정제는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별표 3)에서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3가지, 정사
서(2급)는 7가지, 정사서(1급)는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1급 정
사서는 모든 전문직의 자격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상위 자격증을 취
득하려면 다년간의 실무경력이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상 2급 정사서를 전문직의 최저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설
정은 도서관의 업무를 전문직 및 비전문직 업무로 양분하여 정사서에게 전문
직 업무를, 준사서와 기타 직원에게 비전문직 업무를 분장한다는 측면에서 유
용하지만, 사서직이 의사나 법조인처럼 사회로부터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저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이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전문직으로 간주하고 영국도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엄격한 검정과
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문헌정보학(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면 정사서(2급) 자격증이 수여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사학위
를 소지한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할 논거가
부족하다.
③ 봉사의 공공성 : 도서관의 사서직은 애타적 봉사주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자신의 영달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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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봉사직이다. 따라서 사서직이 제공하는 정보
봉사의 공공성은 전문직의 요건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④ 전문직 단체의 구성 : 사서직의 권익을 옹호하려면 직능단체가 조직되어
야 하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확장․갱신하려면 학술단체가 존재해
야 한다. 이미 1947년 4월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창설되었고, 관종별 도서관협
의회(국립대, 사립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등)와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
회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70년 한국도서관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의 전
신)를 필두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서지학
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의 순으로 창립되어 각각의 역할
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미국 및 영국
도서관협회가 수행하는 문헌정보학과 인정제과 사서자격 인정권한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
문직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⑤ 윤리강령의 제정 : 이것은 직업상 준수해야 할 덕목을 정하는 자율규범
인 동시에 외부에 공포하여 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사회적 약속이
다. 이미 1967년에 전국공공도서관회의에서 ‘도서관헌장’이 제정․공포되었
고, 1993년에는 전국사서협회가 ‘사서활동강령’을 발표하였으며, 1997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윤리선언｣이 공포
되었다. 따라서 윤리강령의 측면에서는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데 무리
가 없다.
⑥ 사회적 공인여부 : 사서직이 상술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사회가 인정하
지 않으면 전문직이라 할 수 없다. 이 기준의 충족여부는 후술하겠지만, 사회
적으로나 사서직 스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서직은 전문직의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요건적 기
준을 적용하더라도 내적 전문(직)성을 제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외적 인
식은 부정적이다. 게다가 일부 학자의 주장처럼 학부를 졸업한 2급 정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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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학과(전공)에서 자격증으로 취
득하고 근무하는 모든 직종도 당연히 전문직으로 공인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한다. 또한 현재처럼 사서직 내에 정사서와 준사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아
무리 전문성을 주장하여도 별무소용이다.

3.3 사서직의 과정론적 전문직성 평가
직업의 전문직성을 평가하는 논거로서의 과정론은 상술한 인정기준의 단계
적 발전을 비전문직의 전문직화와 연계시키고 있다. 부언하면 모든 직업은 비
전문직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인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 진화한
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에 따라 전문직성의
평가도 달라지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의 과정론적 전문직성에 대한 평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체로 부정적이다. 우선 대다수 사회학의 교재는 사서직을 준전
문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서직이 관료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고
용되고, 법률이나 의학과 같은 심오한 지식을 이용하지 않으며, 더 분명한
근거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30) 1951년에 버
틀러(P. Butler)는 이미 미국도서관협회가 존재하고 대학에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62년 구드는 일반적으로 고객은 전문직이 장악하는 권한에
서 안정감을 얻고 독자적 판단이나 처방을 양도하는데 동의하지만, 도서관
의 고객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서도 처방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
다.31)
다음으로 1964년에 윌렌스키는 모든 직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서직을 교사, 간호사,

30) Abbott, op. cit., p. 431.
31) William J. Goode, “The Librarian : From Occupation to Profession?” In Seven
Questions about the Profession of Librarianship, edited by P.H. Ennis and H.W.
Winger(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196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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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사, 검안사 등과 함께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규정
하였다.32) 1973년 메이어스(D.A. Myers)는 사서직을 사회사업전문가, 간
호사, 보험관리사, 토지중개사, 직업상담가 등과 더불어 전문직화가 진행되
는 신생 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33) 또한 사서직이 전문직화에 실패한 이유
가 도서관의 관료형 조직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4) 1981년에 휴즈
(E.C. Hughes)는 자칭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직업의 예로 사회복지사, 간
호사, 사서 등을 거론하면서 전문직에 근접하는 준전문직으로 평가하였
다.35) 그 외에 에치오니(A. Etzioni), 오시로(大城 善盛), 와다(和田 幸
一), 애보트도 사서직을 준전문직으로 간주하였으며, 다까야마(高山 正也)
또한 사서직이 정보전문직을 대표하는 직업이지만, 전문화 과정에 있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36)
그러나 미국의 경우, 컬럼비아대학이 1911년에 처음으로 전문사서에게 교
수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이래로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왔다. 1990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 부회가 전문사서에게 교수의 직급․신분․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는 ‘대학도서관을 위한 교수신분지침’을 제정하였고,
1992년에는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신분기준’으로 개정하였다. 1999년에
32) Wilensky, op. cit., pp. 137-158.
33) Donald A. Myers, Teacher Power : Professional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Lexington, Lexington Books, 1973) (정우현,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직성 재고,”
全國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圖書館電算化委員會 編, 圖書館電算化資料集, 第2集(1994), p. 40)
34) Thomas Gwinup, "The Failure of Librarians to Attain Profession : The Causes,
the Consequences, and the Prospect," Wilson Library Bulletin, Vol.48(Feb. 1984),
pp. 492-490 ; 藥師院はるみ, “專門職論と司書職制度：準專門職から情報專門職まで,”
圖書館界, 第56卷 第1号(May 2004), p. 6.
35) Everett C. Hughes, Men and Their Work(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81), p. 133.
36) Lee W. Finks and Elisabeth Soekefeld, "Professional Ethic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ited by Allen Kent, Vol.52(New York :
Marcel Dekker, 1993), p. 305 ; 大城 善盛, “準專門職とアメリカニの大學圖書館司書
: 大學圖書館司書の專門職化硏究(4),” 圖書館界, Vol.31, No.5(Jan. 1980), p. 337 ;
Abbott, op. cit. ; 和田 幸一, “日本の大學圖書館員の專門職性 : 美國との比較,” 情報の
科學と技術, 第51卷, 第4號(2001), pp. 208-212 ; 高山 正也, “情報專門職問題の基礎
理論 : 總論,” 情報の科學と技術, 第48卷, 第6號(1998),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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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대학․연구도서관 사서의 교수직 지위 현황

조사한 결과는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구도서관협회에 소속된 대학
도서관(111개관) 가운데 51%(57개관)가 사서직에게 교수직 지위를, 38%
(42개관)가 종신 재직권을, 35%가 교수직 지위 및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고
있다.37)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사서의 63%가 학술적 지위를, 36%가 전문
직 등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영국에서는 교수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전문성을 확보
하려는 움직임이 격렬하지 않는 이유는 사서직이 교수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39) 다너(R.A. Danner)도 20세기 말의 사서직이 전문직
으로 인식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
술의 발달로 사서들의 전통적 역할이 도전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40)

37) Martha Kyrillidou, "Educational Credentials, Professionalism, and Librarians," <htt
p://www.arl.org/newsltr/208_209/edcred.html> [cited 2004. 10. 3]
38) Gloria J. Leckie and Jim Brett, "Job Satisfaction of Canadian University Librarians : A
National Surve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58, No.1(Jan. 1996), p. 35.
39) James L. Mulins, "Faculty Status of Librarians : A Comparative Study of Two Universi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How They Compare to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In J. Jr Richardson and J.Y. Davis ed., Academic

Librarianship : Past, Present, Future(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89), pp. 67-78.
40) Richard A. Danner, "Redefining a Profession," Law Library Journal, Vol.90(1998), pp. 3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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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정이론, 즉 ‘전문직의 단계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사서직의 전
문직성을 평가한 사례를 집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초기부터 1950년대까지
는 비전문직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서직원의 규모가 커지고 교육시스템 및 자
격제도의 정착으로 준전문직 내지 신생전문직으로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의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교수직 또는
연구직 대우를 받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인
정받고 있다.
￭준전문직
￭비전문직

￭신생전문직

￭전문직

￭주변적

P. Butler (1951)
W.J. Goode
(1962)

H.L.
Wilensky(1964)
D.A. Myers(1973)

대학도서관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R.A. Danner

E.C. Hughes(1981)
A. Etzioni(1969)
大城 善盛(1980)
高山 正也(1998)
A. Abbott(1998)
和田 幸一(2001)
藥師院はるみ(2004)

<그림 2> 사서직의 전문직화 과정과 전문직성 평가

3.4 사서직의 인식론적 전문직성 평가
어떤 직업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요건은 사회적 인식과
당사자들의 인정 여부이다. 사서직의 전문직성이 모든 인정기준에 부합하더라
도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전문직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사서직에 대한 과정론적 평가, 즉 사회적 인식은 낮다. 게다가 사서직도 자신
들의 직업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이 여러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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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2년에 프린스와 기어(H. Prins and W. de Gier)41)가 34개국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82%(26%는 강한 부정, 56%는 부
정) 이상이 사회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적 이미지, 대중의 도서관업무에 대한 몰이해, 낮은 서비스 품질,
낮은 급료, 자원봉사자,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의 한계, 사서와 다른 직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 자금과 인력 투입량에 대한 몰이해, 자금의 부족,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이해 부족, 도서관 서비스를 사치품으로 인식
하는 풍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낮은 기대, 낮은 고용율, 이중적 이미지, 교육
조건(비전문직 교육), 도서관은 학생을 위한 기관이라는 대중의 인식, 낮은
독서율 등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중국의 사서직 지위를 조사한 결과도
94.5%(보통이 54.5%, 낮다가 40%)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42)
41) Hans Prins and Wilco de Gier, "Status, Image and Reputation of Librarianship," In The

Status, Reputation and Ima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 Proceedings of the
IFLA Pre-Session Seminar(Delhi, 24-28, Aug. 1992), edited by Russell Brown and
Donald Wijasuriya(Mnchen : K.G, Saur, 1994), pp. 44-47.
42) 中村 邦子, “中國の女性圖書館員,”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209(1997. 1. 20) <htt
p://www.ndl.go.jp/jp/library/current/no209/doc0003.htm> [cited 2005. 1. 16]

도서관 Vol.60 No.1(2005년 6월)

배
원

철
도
운 원
전
기
사
동

차

찰
관

자

경

용
사
미

사
사
/타 무
이 원
피
스
트

기

회
계

관
도
서

사

속

지

사
업

전

문
요

원

자

원

집

교

/편

위신점수

5 0. 5 49.4 47.4 45.0 54.2
40.7 40.6 44.6

사
서

64.6 62.9

기
자

교

사
대
학

호
사

중
등

의

52.8

간

사

54.6

83.5
62.9

회
복

정
보

과
처 학자
리
기
술
자

62.7

집

82.7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9

<그림 4> 일본의 직업별 위신의 점수

다음으로 1995년에 다나까(田中 重人)가 직업별 위신과 임금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그림 4>에서 사서직에 대한 저급한 인식수준이 분명하게 드러나
고 있다. 사서직의 위신이 대학교원, 기자, 의사, 과학자는 고사하고 사회복지
사, 경찰관, 간호사보다 낮게 나타났다.43).
그리고 1999년 국내 대경지역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 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4) 요컨대 전체 응답자의
71.2%는 사서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
유는 조직구조와 제도적 불합리성, 도서관의 낙후성,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음에 인용한 두 대목은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현주
소를 함축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사서직은․․․도서관이라는 배타적 직무영역과 문헌정보학이라는 지식기
반, 사서자격증이라는 자격제도와 도서관협회라는 멤버십 단체, 그리고 직업적
이타성을 규정한 도서관인 윤리선언까지 갖추고 있으니, 전문직이 되기 위한 외
형적 요건은 거의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에 대한 사
43) 田中 重人, “職業威信スコア尺度と賃金の相關分析,” (1996. 11. 20) <http://nik.sal.to
hoku.ac.jp/~tsigeto/ssm/occtable.txt> [cited 2005. 1. 19]
44) 대경문련 학술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이대로 좋은가?” (1999) <http://lis.daegu.ac.
kr/dolis/dolis_Local/stu/99dk.asp> [cited 200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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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들의 인식은 도서관 사람들의 바램과는 너무도 차이가 크다. 직업적 자
유와 권한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무시와 간섭이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은 고사하고 직
업적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사서들이 적지 않다.45)
전문가로서의 사서로서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과정이
부족하다거나 자격시험을 통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제개발과 실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관
료화 내지 비전문성의 지나친 노정, 이의 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사서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 내지는 부정적 견해의 반영이다.46)

<표 12> 사서직의 사회적 인정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설문문항

사회적
인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응답자수

계(%)

공공

대학

매우 인정받고 있다

0

0

0(0.0)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

0

3

3(2.3)

그저 그렇다

12

23

35(26.3)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2

34

66(49.6)

매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2

7

29(21.8)

소계

66

67

133(100.0)

도서관의 낙후성

15

9

24(18.6)

조직구조와 제도적 불합리성

32

23

55(42.6)

사서의 전문적 자질부족과 직업의식 결여

11

11

22(17.1)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

10

14

24(18.6)

기타

1

3

4(3.1)

소계

69

60

129(100.0)

45) 이제환,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
(2003, 6), pp. 64-65.
46) 이용훈,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봄),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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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서직의 전문직성 확립을 위한 지향성
지난 세기말부터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논거로 삼아 사서직의 미래를 회의적
으로 예단한 연구가 적지 않으며,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사서직의 미래는 암울한, 아니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다음의
예측자료는 사서직의 직업적 전도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노동부가 직업별 고용현황과 미래의 전망을 예측한 <표
13>을 보면 2002년 현재 사서는 약 167,000명이고, 그 중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직원이 무려 76.5%에 달하며, 이들의 연간 수입은 평균 43,940
달러로 전체 직업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
에는 약 10.1%가 증가한 184,000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것은 향후에도 사서직이 연간 1% 정도 늘어날 것임을 반증한다.47)

<표 13> 미국 사서직원의 고용현황과 전망(2002～2012)

구분

노동자의 분포비율
(25~44세)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훈련

교육수준*

석사학위

연간 수입
(2002년)

고등
학교
이하

약간의
대학
교육

C

8.5

15.0

76.5 43,940

library
단기
technician 직업훈련

HS/SC/C

23.0

library
assistant,
clerical

HS/SC/C

25.2

사서

단기
직업훈련

고용변화
고용자수
(2002~2012
(천명)
)

대학
200 201
교육 평균($) 수준
2
2
이상

증가인원
(증가율)

매우
167 184
높음

17(10.1)

34.6

42.3 24,090 낮음 119 139

20(16.8)

44.7

30.0 19,450

매우
120 146
낮음

26(21.5)

* HS : High School, SC : Some College, C : College

47)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Projections and

Training Data, 2004-05 Edition(Washington, D.C. : The Bureau, 2004), pp.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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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상위 10대 전문직․기술직 고용자의 증가예측(1995～2010)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도 전문직 및 기술직 중에서 상위 10개의 직
종에 종사하는 고용자수의 15년간(1995～2010) 증가추이를 예측․분석하였
다. 그 결과를 도시한 <그림 5>를 보면 정보처리기술사가 약 90만명으로 가
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다음이 보건의료직․간호직․사회복지
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이 포함된 전문기술직의 증가순위는 6위
(44,000～55,000명)를 차지하고 있어48) 일본에서도 사서직의 직업적 전망
은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국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미래의 직
업세계 2005｣에 의하면 2004년도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수는 911명
(남자 170명, 여자 741명)이며, 사서직의 취업시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49)

48)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産業別․職業別就業者數の將來豫測,” <http://db.jil.go.jp/jil52/fu
ture/f08.html>[cited 2005. 1. 7]
49)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서울 : 동부,
2004),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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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서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에 따른 공공도
서관과 초중고교의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서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업체, 인터넷 포
털업체 등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분야로 진출하는 사서도 늘어날 전망이며, 정
부기록물 보존소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다
른 사서직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일련의 자료는 사서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미래에도 인터넷과 디지털 패러다임을 내면화시켜 지식정보를 최대
한 수집․제공하고 접근․검색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서직은 다음에 적시한 것처럼 새로운 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성을 모색할 때 명실상부한 전문직성을 확립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내 도서관과 사서직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9세기 후기인상파 예술을 대표하던 프랑스의 고갱(P. Gauguin, 1848～
1903)은 1891년초 타이티군도(Tahiti Islands)에 도착하여 주민들의 삶과
죽음을 묘사하는 작품활동에 몰두하였다. 그가 역병으로 자살하기 전년도인
1897에 완성한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
리는 어디로 가는가(D'ou venons nous? Que sommes nous? D'ou allons
nous?)’이다. 인터넷, 디지털, 지식경제로 회자되는 미래사회에서 사서직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지향성을 모색할 때 단초로 상정해야 할 절묘한
명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서직의 정체성은 직업적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무두질을 계속
할 때 확립될 수 있다. 사서직은 도서관과 정보센터라는 현실공간을 기반으로
다종다양한 정보자료를 수집․봉사․보존하는 직업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지
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 자료․시설․정보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는 특수성,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연수(연구)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력이 일상업무에 재투입되
는 누적적 순환성, 그리고 이용자에 의해 직업적 가치가 평가되는 객관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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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며, 사서직의 정체
성을 결정한다.
셋째, 사서직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도서관
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관심 및 지원이 저조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이 취약하
다고 해서, 사서직의 사회적 위상이나 직업적 선호도가 낮다는 핑계로, 그리
고 도서관과 사서직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굴복하여 자
기 비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패배주의적 사고에 매몰되는 한 전문직성을 확
립할 수 없다. 한 국가나 사회는 다양한 조직체와 개체가 정교한 톱니바퀴처
럼 맞물려 유지되는, 소위 다차원적 시스템이다. 각각의 개체가 속하는 직업
은 명예·권력·위상·보상·역할 등에서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 차
별이 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권력지향적 내지 보상지향
적 직업을 추수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서직은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역사성을 논거로 삼아 자신들의 역할과 존속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 환언하면 도서관을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이른바 상투적 고정관념
과 불안정한 전문직성의 문제를 구분하고, 도서관 관리자는 사서직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인 사례를 들어 직원의 전문직적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사
서들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50)
넷째, 사서직의 철학적, 교육적, 제도적 문제를 외면한 모든 대안은 대증요
법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서직은 ‘철학적 및 역사적 토대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51)는 포스켓(D.J. Foskett)의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와인
산업이

술의 품질보다

병의

디자인에 치중하여

왔다’는

바로우(J.P.

Barlow)의 혹평52)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헌정보학 교육이 정보자료 속의 지
50) Deirdre Dupr, “The Perception of Image and Status in the Library Professio
n,” New Breed Librarian, Vol.1, No.4(Aug. 2001) <http://www.newbreedlibrarian.
org/archives/01.04.aug2001/feature2.html> [cited 2005. 1. 22]
51) D. J Foskett, The Creed of a Librarian : No Politics, No Religion, No

Morals(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62), p. 4.
52) Nancy A. Van House and Stuart A. Sutton, “The Panda Syndrome : An Ecology of LI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7, No.2(1996), pp.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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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보다 외형(포장, 용기)에 집중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더 중
요한 점은 도서관과 사서직이 관료조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다. 요컨대 행정체계 내에서의 사서직제라는 모종이 전문직성 확립을 위한 사
유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서직은 형식보다 내용을, 일반론자보다 주제전문가를
지향하여 장서개발과 정보봉사에 진력해야 한다. 가령 사서의 인터넷 및 주제
전문성은 파일구조(형식)에 대한 이해보다 주제별 전문정보(내용)를 체계적
으로 링크(장서개발)하고 적시에 제공(정보봉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용자들과 인간적으로 접촉하여 도서관 및 사서직에 대한 신뢰를 구
축할 때 전문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자신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각
인하고 핵심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매진할 때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 국가와 사회가 홀대한다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일방적으로 전
문직성을 요구할 경우, 그 동안 유지해 왔던 도서관 및 지식정보의 파수꾼과
봉사주체로서의 배타적 지위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요약 및 결언
지금까지 국내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의도로 한국을 비
롯한 국제노동기구, 주요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과 대만)
의 표준직업분류표에서 사서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직
업사회학적 접근방법(구조론, 과정론, 인식론)을 적용하여 사서직의 전문직성
을 평가하고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직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표준직업분류표상 전문직에 위치한다. ILO
의 ‘ISCO-88’은 ‘2 Professionals’ 아래의 ‘2432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

영국 ’SOC-2000‘은 ‘2

Professional

Occupations’ 아래에 ‘2451(Librarians)’에, 프랑스의 ‘PCS - ESE,
version 2003’은 ‘3 Frameworks and Higher Intellectual Professions’ 아
래의 ‘351a(Bibliothcaires, archivistes, conservateurs et autres cadres)’
에, 미국의 ‘SOC-98’은 ‘25-0000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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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s’ 아래의 ‘25-4020(Librarians)’에, 캐나다의 ‘CCDO-2001’
은 ‘51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rt And Culture’ 아래의 ‘5111
Librarians’에,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職業分類大典｣은 ‘2 전문기술인원’
아래의 ‘2-12-06-01(圖書資料業務人員)’에, 대만의 ｢中華民國職業標準
分類｣(제5차 수정)는 ‘2 專業人員’ 아래의 ‘2912(圖書館管理師及有關資
訊專業人員)’에, 한국의 ‘KSCO-99’는 ‘1 전문가’ 아래의 ‘1812(사
서)’에 각각 배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JSCO-97’은 ‘A 전문적․기술
적 직업종사자’ 아래에 사서 내지 도서관원이라는 직명을 명기하지 않고 있
다.
둘째, 직업의 전문직성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
서 전통적 전문직 중심의 논리인 구조(특색)이론, 신종 전문직 및 전문가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직종이 출현하면서 주목받는 과정이론(단계적 발전론), 그
리고 이해당사자의 인식론이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
다. 먼저 구조론에 입각한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성은 일부 요건(봉사의 공공
성, 전문직 단체의 구성, 윤리강령의 제정)의 내적 충족에도 불구하고 전문지
식과 기술의 습득, 자격인정제의 확립, 사회적 공인여부의 측면에서는 전문
(직)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정이론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
고 1950년대까지는 비전문직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서직원의 규모가 커지고
교육시스템 및 자격제도의 정착으로 준전문직 내지 신생전문직으로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의 대학도서관 사서직은 교수직
또는 연구직 대우를 받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전문직성을 인정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직 스스로의 평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사서직이 전문직성을 확립하려면, 우선 도서관과 사서직의 정체
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서직의 직업적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
하고 무두질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사서직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존경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서직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소의 압박에
도 불구하고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패배주의적 사고에 매몰되는 한
전문직성을 확립할 수 없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역사성을 논거로 사서직의
역할과 존속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서직의 철학적,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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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서직제라는 모종은 전문직성 확립을 위
한 사유의 단초가 각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서직은 형식보다 내
용을, 일반론자보다 주제전문가를 지향하여 장서개발과 정보봉사에 진력해야
한다. 자신들의 취약점이 보완하고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때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직이 어떤 양태로 발전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있는
수정구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시나리오
는 도서관의 변화양상을 포용하는 한편, 전통적인 핵심기능과 디지털 정보접
근에 인터넷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서비스 이념을 구축하고 존립기반
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도서관과 사서직은 계속해서 종과 개체를
유지할 수 있다. 아날로그 자료와 실물공간의 견고한 기반 위에 인터넷과 디
지털로 수렴되는 지식사회의 대조류를 수용할 때, 정보네트웍의 온실효과는
사서직의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직종으로 진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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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05년 1월 10일에 MBC TV가 방영한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는 이틀 전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이조 6백년사”
라고 말한 부분을 가리켜 “이조시대는 식민사관에서 유래한 용어”임을 지
적하였다. 사소한 말실수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TV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방송사의 적절하고도 정당한 비판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정작 같은 방송사의
한 앵커는 2004년 12월 1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내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지하
다시피 ‘을사보호조약’은 일본 처지에서 조약을 표현한 말로 “일본이 조
선을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위의 일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역사용어 사용의
생생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앞서 보기를 든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1992년부터 시행한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국사교과서에서는‘을사조약’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을사보호조약이라 일컫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통상수교거부정책’이 ‘쇄국정책’으로, ‘일본
식 성명강요’가 ‘창씨개명’으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가 ‘종군 위안
부’로, ‘교도소’가 ‘형무소’로,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처럼 오랜 입말의 관습 탓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글말을
쓸 때는 신중하고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캐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한 국가의 문헌분류법에 기술된 용어는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문헌분류
법인 KDC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 요
소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DC 제4판의 한국역사 부문을 중
심으로 분류표에 잘못 씌어졌거나 논란이 되는 역사용어의 오류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문헌분류법에서 역사용어의 선정과 기술에 관한 생산적
담론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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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DC의 한국역사 부문의 분류전개 및 역사용어 표기
2.1 KDC 제4판의 한국역사 부문 전개
KDC 제4판의 900 역사는 901-909까지는 표준구분표의 조기성을 감안하
여 역사 전반에 걸쳐 전개하고 있으며 910-970에 아시아부터 양극지방까지
각국의 역사를 구분하고 980에 지리, 990에 전기를 배정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의 역사는 911에 배정되어 있다. 911은 약 12페이지 분량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처음 약 2페이지 분량은 911.001-911.009는 표준구분표의
조기성을 감안하여 한국역사 전반에 걸쳐 전개하고 있으며, 911.01-911.07은
약 5페이지 분량으로 911.01 원시시대, 911.02 고대, 911.03 삼국시대,
911.04 고려시대, 911.05 조선시대, 911.06 항일시대, 911.07 대한민국시대
를 시대별로 전개하고 있다. 이후 나머지 약 5페이지 분량으로 911.1 함경도
부터 911.9 전라도까지 지역별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시대별 역사 부문에 쓰인 분류항목과 주(註) 가운데 911.01
-911.03의 원시시대, 고대, 삼국시대에 관련된 용어에는 그다지 비판을 불러
일으킬만한 용어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911.04 고려시대부터 911.07 대한
민국시대까지 쓰인 용어 중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용어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표 1>과 같이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부적절
한 역사용어로 널리 알려진 23종의 용어를 추출하였다.

2.2 KDC의 한국역사 관련 용어 표기 변천
후대의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논한다. 역사적 의미를 논하려는 의도로 붙인 역사용어에는 일정한 가
치가 함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한 가치개입적 용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Carr의 유명한
경구처럼, 모든 역사적 사실이 영원불변한 용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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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DC 제4판의 본표 중의‘900 역사’부문과 한국역사 부문의 간략표
역사

한국역사(911.01-911.07)
911.01 원시시대
911.02 고대(상)
911.03 삼국시대(고대하)

900 역사
910 아시아

911.04 고려시대(중세)

한국역사 세분 중 논란대상 용어
911.047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1123-1213
... 묘청, 조광의 반란 1170-1173, ...
911.048 고종, 원종 1214-1274
... 삼별초의 난 1270-1273, ...

911 한국
911.056 효종, 현종, 숙종, 경종 1650-1724

911.001 한국사관

911.0563 사화 및 당쟁사

911.002 보조학

... 갑술옥사 1694, ...

911.003 국사사전,

911.058 영조, 정조 1725-1800

사전

... 신해사옥 1790 등을 포함한다.

911.004 강연집,

911.0585 순조, 헌종, 철종 1801-1863

사평
911.005 연속간행물

911.05 조선시대(근세)

다.

911.006 학회, 단체,

911.059 고종, 순종

회의

... 대한제국의 말로, ... 동학란 1894-1895, 갑오경

911.007 지도법 및

장 1894, ... 1.2차 한일협정성립(을사보호조약), ...

연구법

해아밀사사건 1907, 안중근 열사의거 1909 등을 포

911.008 전집, 총서

함한다.

911.009 사료
911.01-911.07

911.06 항일시대(최근세) 1910-1945

시대별 한국사

911.066 기미이후의 독립운동 1919-1945

911.1-911.9

... 상해임시정부수립(1919) 및 독립운동, ... 청산리

지역별 한국사
912 중국사

... 신유사옥 1801, ... 기해사옥 1839 등을 포함한

911.06 항일시대(최근세)

...

전투(김좌진, 이범석)1920, ... 김지섭의 동경폭탄사
건 1924, 육십만세사건 1926, 나석주 폭탄사건
1926, 장진홍의 폭탄사건, 광주학생사건 1929

920-970 대륙별,

-1930,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1932, ... 등을

국가별 역사

포함한다.

980 지리
911.07 대한민국시대

990 전기
911.07 대한민국시대

911.071 군정시대
911.0723 육이오동란 1950-1953
911.0745 오일팔 광주민주화운동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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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역사학계에서는 한때 ‘4·19의거’라는 용어를 썼던 적이 있지만 한
국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계기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지금은
‘4·19혁명’을 쓴다. 이렇게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역사용어가 바뀌는 것
처럼, 문헌분류법에 쓰는 역사용어도 시대의 가치와 관념에 발맞춰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 하겠다.

<표 2> KDC의 한국역사 관련 용어 표기 변천
KDC 제2판

KDC 제3판

KDC 제4판

묘청, 조광의 반란

묘청, 조광의 반란

묘청, 조광의 반란

삼별초의 난

삼별초의 난

삼별초의 난

이조시대

이조시대

조선시대

당쟁

당쟁

당쟁

동학란

동학란

동학란

갑오경장

갑오경장

갑오경장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

해아밀사사건

해아밀사사건

해아밀사사건

안중근 열사의거

안중근 열사의거

안중근 열사의거

삼일혁명운동

삼일혁명운동

삼일운동

상해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

김시변의 동경폭탄사건

김시변의 동경폭탄사건

김시변의 동경폭탄사건

육십만세사건

육십만세사건

육십만세사건

나석주의 폭탄사건

나석주의 폭탄사건

나석주의 폭탄사건

광주학생사건

광주학생사건

광주학생사건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군정시대

군정시대

군정시대

육·이오사변

육·이오사변

육이오동란

5·16군사혁명

5·16군사혁명

5·16군사정변

이 지점에서, KDC의 역사용어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나 시대적 가치관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KDC 제2판
(1966), KDC 제3판(1980), KDC 제4판(1996)에 씌어진 주요 역사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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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조시대’를 ‘조선시대’로, ‘5·16군사혁
명’을 ‘5·16군사정변’으로 바꾼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KDC 제
4판의 역사용어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전의 용례를 좇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헌분류법을 개정하는 목적은 학문과 지식의 발전 및 변화
양상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있으므로, KDC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는 물론
당대의 보편적 역사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KDC 제4판에 기술된 한국역사 관련 용어의 문제점
KDC 제4판 본표의 분류항목과 주(註)의 설명어에 쓰인 한국역사용어를 자
주적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장 보편적인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와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를 준거틀로
삼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표기 용례를 두루 살피기 위하여 <브리태니커 세
계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아일보
스타일북>에 쓰인 동일한 주제의 역사용어, 그리고 KDC와 더불어 우리나라
도서관의 대표적인 통제어휘집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와 국회도
서관의 <표준 시소러스>에서 우선어로 채택한 역사용어를 일목요연하게 도표
로 비교하고, 관점의 차이에 따른 역사용어 선정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간
략하게 소개한다. 다만,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성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예컨대, 임진왜란(壬辰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조일
전쟁(朝日戰爭)’과 ‘조청전쟁(朝淸戰爭)’으로, 을미사변(乙未事變)을 ‘명
성황후살해사건’으로 명명하는 따위의-용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3.1 고려시대 용어
- 묘청, 조광의 반란 (911.047)
고려 인종 때의 국내외 정세는 극도로 불안했다. 이에 승려 묘청(妙淸)은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고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수도인 개경(開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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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地德)이 쇠약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지덕이 왕성한 서경(西京)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천도운동과 함께 제기한 칭제건원(稱帝建元),
금국정벌론(金國征伐論)은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고, 백수한(白壽翰), 정지
상(鄭知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김부식(金富軾)이
중심이 되어 묘청 일파를 배척하는 소리가 높아져 인종은 천도계획을 중단했
다. 서경천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묘청 일파는 서경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
으켰지만 그마저 좌절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단재 신채호(申采浩) 선생은 이 일을 “조선역사상 일천년
래 제일대사건(朝鮮歷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고 평가하였다. 묘청이
실패한 것은 곧 자주적인 낭가사상을 가진 서경파가 사대적인 유교사상의 개
경파에게 패배한 것이며, 그 후 조선의 역사는 사대주의에 빠져 수치와 오욕,
좌절과 비주체의 역사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반란의 동인을 중요하게 여겨 ‘서경천도운동’으로 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KDC 개정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 묘청, 조광의 반란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묘청, 조광의 반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묘청의 난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묘청의 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묘청의 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묘청의 난

동아일보 스타일북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묘청의 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묘청의 난

- 삼별초의 난 (911.048)
삼별초(三別抄)의 봉기는 몽고의 침략과 그들과 야합한 봉건통치자들에게
반발한 병사들의 항거로서 고려정부에게는 명백한 반역행위였다. 그러나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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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삼별초의 항쟁은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예속시키려는 정부의 태도
에 대하여 민족적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보여주어 당시 민중의
동조와 지지를 기저로 한 반외세·반봉건정권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
서 고려정부의 처지에서는 반란이겠지만,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삼별초의 대
몽항쟁’으로 써야 할 것이다.

<표 4> 삼별초의 난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삼별초의 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삼별초의 대몽항쟁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삼별초의 난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삼별초의 항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삼별초의 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별초의 난

동아일보 스타일북

삼별초의 대몽항쟁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삼별초의 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삼별초의 난

3.2 조선시대 용어
- 당쟁 (911.0563)
당쟁(黨爭)이란 용어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의 정치적 전통을
왜곡하고 그 폐단을 과장하여 민족의 역량을 부정하고 광복에 대한 희망을
말살하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었다. 붕당은 왕권을 견제하고 정치세력
간의 균형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조선 중 ·후
기 정치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용어 자체도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용어인 당쟁을 계속
써야 하는 이유는 없다. 따라서 1990년에 개정한 국사교과서부터 쓰기 시작
한 ‘붕당정치(朋黨政治)’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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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당쟁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당쟁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붕당정치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붕당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붕당정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붕당정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붕당정치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붕당정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당파 싸움

- 갑술옥사 (911.0563)
조선 후기에 붕당정치가 전개되면서 집권세력이 상대세력을 축출하고 정권
을 장악한 사건을 두고 흔히 ‘환국(換局)’이라 표현한다. 특히 숙종(肅宗)
대에 남인(南人)과 서인(西人) 사이의 권력투쟁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환국이 이루어졌다. 1680년(숙종 6년)에 남인이 대거 실각하여 정권에
서 물러나면서 서인이 득세한 사건을 ‘경신환국(庚申換局)’, 1689년(숙종
15년) 원자정호(元子定號) 문제로 숙종의 환심을 사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
이 재집권한 일을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 한다. 그리고, 1694년(숙종
20년)에 폐비민씨(廢妃閔氏) 복위운동을 반대하던 남인이 실권하고 노론(老
論)과 소론(少論)이 재집권한 사건을 ‘갑술환국(甲戌換局)’이라 하며 ‘갑
술옥사(甲戌獄事)’ 또는 ‘갑술경화(甲戌更化)’라고도 한다. 환국(換局)이
란 사전적 의미로 시국이나 판세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붕당정치에서 축출
되었다가 재집권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반면, ‘옥사(獄事)’는 반역이나
살인 따위의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다스리는 일로 사화(士禍), 환국,
무옥(誣獄) 따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KDC에서도 옥
사 대신 환국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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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갑술옥사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갑술옥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갑술환국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갑술옥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갑술환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갑술환국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갑술환국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갑술환국

- 신해사옥 (911.058), 신유사옥, 기해사옥 (911.0585)
정조(正祖)대에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금지령을 내렸다. 천주교의
교리가 유교의 사상과 풍속을 부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791년에 윤지충(尹
持忠) 등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신주를 불태웠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이때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화를 입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천주교 신앙을 사학(邪學) 곧,
그릇된 가르침으로 규정하여 이 사건을 ‘사옥(邪獄)’이라고 불렀다. 옥(獄)이
란 단어에는 감옥이란 뜻과 함께 형사사건에 관한 송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사옥은 “그릇된 가르침을 처벌하는 형사사건”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
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를 입은 천주교인들은 ‘군난(窘難)’이라고 말했고,
<표 7> 신해사옥 관련 역사용어 비교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신해사옥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신해박해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신해박해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신해사옥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신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해박해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신해박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신해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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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에 간행된 우라가와(浦川和三郞)의 <조선순교사(朝鮮殉敎史)>에서는 이
사건들을 ‘교난(敎難)’이란 용어로 표현했다. 이 용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박해(迫害)’라는 말로 번역하여 신해박해(辛亥迫害 1791), 을묘박해(乙卯迫
害 1795), 정사박해(丁巳迫害 1797), 신유박해(辛酉迫害 1801), 정해박해(丁
亥迫害 1827), 기해박해(己亥迫害 1839), 병인박해(丙寅迫害 1866)로 쓰고 있
다. KDC에서도 사옥 대신에 박해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 동학란 (911.059)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대규모 농
민운동으로서 이 해가 갑오년이라 하여 ‘갑오농민운동’이라고도 한다. 그
규모와 이념적인 면에서 단순한 농민봉기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외치며 부정
과 외세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으로, 또한 농민군을 편성하여 전투를 하
였으므로 ‘동학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 이상국가를 보
존할 것을 목표로 의분심에서 분기한 ‘의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쟁이
냐, 운동이냐, 혁명이냐, 의거냐 하는 명칭과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실정이지만, ‘동학란’은 지배계급의 관점을 반영한
용어로서 196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쓰지 않는다. 따라서 KDC에서는 가장
무난한 용어인 동학농민운동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동학란 관련 역사용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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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경장 (911.059)
1894년(고종 31년)에 개화당 정권은 전통적인 문물제도를 서양의 새로운
근대적인 체제로 바꾸었는데, 이를 두고 갑오경장이라 일컬었으나 일본식 표
현이라 하여 최근에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칭하고 있다. 경장(更張)
이란 개현경장(改弦更張)의 줄임말로서 원래 “줄이 느슨하게 늘어져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활이나 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매다”는 의미로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낡은 제도를 고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폭
바꾼다는 의미의 개혁(改革)이 적합하다. 한편으로는 일제의 타율적인 개혁이
었으므로 ‘갑오억변(甲午抑變)’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KDC에서는
갑오개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9> 갑오경장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갑오경장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갑오개혁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갑오개혁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갑오개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갑오개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갑오경장

동아일보 스타일북

갑오개혁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갑오개혁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갑오경장

- 을사보호조약 (911.059)
1905년(광무 9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강
압하여 체결한 조약의 공식 명칭은 ‘2차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
다. 소위 “한국은 자주적으로 외교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에서 일본정부가 조선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
독하며 통감(統監)을 임명하여 조선 정부의 외교를 관할하겠다는 일방적 내
용을 담은 이 조약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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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을 답습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을사늑
약(乙巳勒約)’ 또는 ‘을사외교권피탈’이라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
만, KDC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을사조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 을사보호조약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을사보호조약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을사조약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을사조약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을사조약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을사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을사조약

동아일보 스타일북

을사조약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을사조약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을사조약

- 해아밀사사건 (911.059)
1907년에 광무(光武)황제가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Hague, 海牙)에서 개
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의 3명의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가 강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회복을 열강
에게 호소한 외교활동을 말한다. 일제의 시각에서는 ‘사건’일 수도 있겠으
<표 11> 해아밀사사건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해아밀사사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헤이그특사파견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헤이그특사사건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헤이그밀사사건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헤이그밀사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헤이그특사사건

동아일보 스타일북

헤이그특사파견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헤이그밀사사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헤이그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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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종황제의 처지에서는 엄연히 ‘파견’한 것이다. 그리고 밀사(密使)보다
는 국가나 국가원수가 특별한 임무를 주어 외국에 내보내는 사절을 의미하는
특사(特使)를 써서 ‘헤이그특사파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중근 열사의거 (911.059)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10월 26일에 러시아의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회
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에 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현장
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잡혔다. 일제 관헌에게 넘겨져 뤼순(旅順)의 감옥에
갇혀 이듬해 3월에 순국하였다. 옥중에서 저서‘동양평화론’을 남겼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국사교과서와 한국역사용어 시
소러스는‘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거’,‘처단’,‘응징’과 같은 가치긍정적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열사(烈士)란 “직접 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죽음으로 자신의 지조를 나
타내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분”을 뜻하며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의사(義士)란 “무력이나 행동으로 항거하여 큰 공적을
세우고 의롭게 돌아가신 분”을 의미한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는 이에 속
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열사는 “숭고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
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을, 의사는 “뜻을 이루고 돌아가신 분”을 설
명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안중근 의사’가 적절한 표현이다.
<표 12> 안중근 열사의거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안중근 열사의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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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제강점기 용어
- 항일시대 (911.06)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
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에게 강제로 식민통치를 받던 시기이다. ‘일제
시대’, ‘항일시대’ 등과 같은 표현도 있지만 현재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
期)’로 굳은 상태이다. 흔히 쓰는 일제시대란 용어는, <영웅시대>니 <야인시
대>니 <무인시대>니 하는 TV드라마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기실은 “일본제
국주의의 시대”, “일제가 주인공인 시대” 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그 의미
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인 일제강점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3> 항일시대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항일시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일제강점기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일제시대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스타일북

일제강점기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일제시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일제강점기

- 상해임시정부 (911.066)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 선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는 1945년 국권이 회복되기까지 27년간 대외적으로는 주권국가의 대표기관
으로,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통괄하는 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쓰는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써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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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상해임시정부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상해임시정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대한민국임시정부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임시정부

동아일보 스타일북

대한민국임시정부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임시정부

- 청산리전투 (911.066)
1920년 10월 21일 아침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 김좌진(金佐鎭) 장군
휘하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독립군은 만주 허룽현(和龍縣) 청산리 등지
에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편성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3,300여명을
섬멸하였다. 이는 독립군이 만주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겨
레의 사기앙양과 광복정신 고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임진왜
란 때의 행주대첩이나 한산도대첩에 버금가는 대승리로서 ‘청산리대첩(靑山
里大捷)’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KDC 개정시 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표 15> 청산리전투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청산리전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청산리대첩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청산리대첩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청산리전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청산리대첩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청산리전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청산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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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만세사건 (911.066)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융희(隆熙)황제의 장례식을 기하
여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본래 전국적인 항일 만세운동으로 일으킬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동하여 황제의
상여가 종로를 지날 때 일제히 격문을 뿌리며 만세를 불렀고 이에 민중들이
합세하여 운동이 확대되었다. 이 운동은 후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판이 되
었다. 따라서 ‘사건’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표 16> 육십만세사건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육십만세사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6․10만세운동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6․10만세운동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6․10만세운동

두산세계대백과사전

6․10만세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육십만세운동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6․10만세운동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6․10만세운동

- 광주학생사건 (911.066)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생항일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
였다. 사건이 아니라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써야 하며, 한편에서는 한반
도 전역으로 확산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명을 빼고 ‘학생독립운동’으로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3년에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11월 3일을 ‘학생
의 날’로 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사건’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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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광주학생사건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광주학생사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광주학생항일운동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광주학생항일운동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광주학생항일운동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광주학생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학생운동

동아일보 스타일북

광주학생항일운동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광주학생운동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광주학생운동

-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911.066)
1932년 1월 8일 이봉창(李奉昌)은 도쿄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일왕 히
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선생은 현장에서 잡혀 1932년 10월 10일 이치
가야형무소(市谷刑務所)에서 순국하였다.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했지만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훗날 윤봉길을 비롯한 많은 의
거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생의 의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일본제국
주의가 신격화해놓은 일왕의 행차에, 그것도 수도인 도쿄에서 폭탄을 투척함
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강인성과 한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성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역시
사건이 아닌 ‘의거’로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호칭은 그 나라에서 부르는 고유명사를 쓰는
게 외교적 관례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가원수에 대한 보
편적인 호칭은 ‘국왕’ 또는 ‘왕’이다. 더구나 언론에서 주로 쓰는 ‘일왕
(日王)’이란 용어는 국가원수를 폄훼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애써 천황이란
용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 Vol.60 No.1(2005년 6월)

61

<표 18>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이봉창의 일본천황저격사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이봉창 의거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이봉창 의거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봉창 천황저격사건

3.4 대한민국시대 용어
- 군정시대 (911.071)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은 연합군의 점령지가 되어 일
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
이 점령군으로 진주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여 8·15 이후 남한지역에 실시되었던 미군정은 막을 내리
게 되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지역에서도 8월 25일 선거를
실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에 두
<표 19> 군정시대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군정시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미군정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미군정기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미군정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미군정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미소군정기

동아일보 스타일북

-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미군정시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미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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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미군정기(美軍政期)’ 혹은 ‘미군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38˚선
이남의 상황만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한다. 또한 ‘군정시대’나
‘군정기’라는 용어는 점령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남과 북의 상황
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는 ‘미·소군정기(美蘇軍政期)’가 적합하다.

- 육이오동란 (911.0723)
동족간의 싸움을 전쟁이라 칭할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으나 냉전 체제에서
국제적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국사교과서에서는 ‘6·25전
쟁’으로 고쳐 쓰고 있으며, KDC도 이러한 용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정
부부처의 경우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국방부는 ‘한국전쟁’으로 쓰고 있
으며 법률용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아직까지 ‘6.25사
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북한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국해방전쟁’으로 쓰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抗美
援朝戰爭)’이라 명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Korean War)’
으로 통용되고 있다. 6·25라는 날짜로 명명한 용어는 전쟁 발발을 표시하는
기념일적인 성격이 강하여 전쟁을 개시한 쪽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감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한국전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반론을 펴는 측에서는 사대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용어라고 비판한다.
<표 20> 육이오동란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육이오동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6․25전쟁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6․25전쟁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6․25전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6․25전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육이오

동아일보 스타일북

6․25전쟁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한국전쟁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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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팔 광주민주화운동 (911.0745)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사교과서 편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의
미 부여를 위해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
일 광주로만 한정한다면 당시 항쟁에 참여한 타지역 민중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KDC도 ‘5.18민주화운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법률적으로도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
한 특별법>과 같이 지역을 명칭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보적인 관점
에서는 ‘민주화운동’ 대신 ‘민중항쟁’이라는 용어로 가려쓰는 듯하다.

<표 21> 오일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용어 비교
KDC 제4판

오일팔 광주민주화운동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5․18민주화운동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광주민주화운동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광주민주화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동아일보 스타일북

5․18민주화운동

국회도서관 표준시소러스

광주민주화운동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광주민주화운동

3.5 기타 용어
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서 표제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KDC에 기술된 역사
용어 중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용어를 살펴보고 대체용어를 제
시하고자 한다.

- 대한제국의 말로 (911.059)
말로(末路)는 사전적 의미로는 “생애의 막바지” 또는, “번영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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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할 대로 쇠퇴한 마지막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비참한 말로”와 같
이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묘사에 자주 쓰이고 있다. 굳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므로 왕조나 국가의 소멸을 나타내는 ‘멸망
(滅亡)’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김지섭의 동경폭탄사건 (911.066)
1924년 의열단원 김지섭(金址燮)은 관동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을 보복하기 위해 제국의회에 참석하는 일본 고관들을 저격하고자 도쿄(東
京)에 잠입하였으나 제국의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계획을 변경하여 일
본 궁성(宮城)의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선생은
혹독한 고문과 단식투쟁의 후유증으로 1928년 2월 20일에 순국했다. 정부에
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사건(事件)’은 사전적 의미로는 “일거리”, “주목을 받을만한 뜻밖의 일”
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뜻이지만, 실제로는 “살인사건”이나 “유괴사건”처럼 가치
부정적 의미의 단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독립운동을 일개 사
건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역사적 평가가 어렵거나 찬반이 대립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가치개입
적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더욱이 순국선열의 살신성인을 설명하는 용어
는 정의를 위하여 거사한다는 뜻의 ‘의거(義擧)’로 바로잡아야 한다.

- 나석주의 폭탄사건 (911.066)
한국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이 설립한 이른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토
지수탈 외에도 각종 이득사업에까지 관여하면서 민중의 고혈(膏血)을 착취하
였다. 이에 의열단원 나석주(羅錫疇)는 1926년 12월 28일에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선생은 일본경찰
과 교전하다가 권총 3발을 쏘아 자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
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동양척식주식회사폭탄투척의
거’ 또는 ‘동척투탄의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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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홍의 폭탄사건 (911.066)
1927년 10월 18일에 장진홍(張鎭弘)은 일제의 고관 살해와 중요시설 파
괴를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하여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던졌다. 그러나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1929년 2월 13일에 잡혔다. 선생은 일제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일제에 대한
마지막 항거라고 생각하여 1930년 6월 5일에 자결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
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마찬가지로 의거로 기술해야 한다.

4. 맺으며
역사는 그것을 기술하는 주체자의 몫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
족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역사용어는 주체적인 시각
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임진
왜란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북한에서는 ‘임진조국전쟁’, 일본에서는 ‘분
로쿠노에키(文祿の役)’ 또는 ‘게이조노에키(慶長の役)’, 중국에서는 ‘壬辰東
征’이라는 자국의 처지에서 각기 다른 용어를 쓰는 이치와 같다.2)
그렇다면 KDC는 우리나라의 자주적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KDC에 쓰인 역사용어는 보
편적 역사인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도서관계의-의
도하지 않은-그릇된 역사관을 노정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헌분류
법의 역사분류체계를 민족사 관점으로 볼 것인가, 문명사 관점으로 볼 것인
가, 아니면 민중사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분류법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 동양문고와 보성전문학교(現 고려대)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기도 했
던 사학자 손진태(孫晉泰) 선생은 일찍이 “역사학은 지난날의 사실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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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민족의 장점만을 자랑하는 선전서가 되어
도 안 될 것이요, 오직 진실하고 엄정한 과학이어야 할 것이다”고 설파하였
다. 무조건 자국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미화한다면 배타적, 국수적 민족주
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역사를 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
곡한 역사관은 틀림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다음에 KDC 제5판
을 고쳐 펴낼 때에는 타율사관, 식민사관의 잔재를 반드시 청산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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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internet network, an information media, e-Book has appeared
as a new media and that helps propagation of information. e-Book
becomes to be popular because it has various advan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gure of e-Book service
based on 6 kind-categories of e-Book system. To do this, we analyzed
bibliography related to e-Book and examined e-Book web sites of
elementary school library. e-Book services in elementary school library
are now just at the beginning.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has
many weak points to be made up for. However, e-Book's various
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정보실 사서
2)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

70

국내 초등학교 도서관의 e-Book 서비스에 관한 연구

advantages are so unique enough to attract interest of children's reading
that more helpful contents, more various composition, and more
convenient access to e-Book should be sustainably developed. So,
e-Book should be used as a complementary reading material at larg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
하여 훨씬 다양한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
보 환경에서는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
켜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정보매체가 개발되고 있다.
전자저널에 이어서 등장한 e-Book은 이용자들의 독서행태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e-Book의 멀티미디어적인 기능은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도
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Book은 종이책과 달리 경제성
과 휴대의 편의성, 영구성, 멀티미디어적 기능, 자원 절약 및 환경보존성 등
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도서관들이 e-Book을 도서관 정보자원
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친숙하므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e-Book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e-Book의 멀티미디어적인 기능은 초등학생들에게 책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
발시켜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습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e-Book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효과
적인 e-Book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6개
의 e-Book 시스템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e-Book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초등학교도서관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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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550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교도서관 164개를 대상으로
2004년 8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164개의 초등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e-Book 시스템을 유형별로 나누면 저학년위주형
시스템(A), 어린이친화형 시스템(B), 어린이접근형 시스템(C), 어린이관리형
시스템(D), 수준맞춤형 시스템(E), 독서개발형 시스템(F)등 6개의 사용자 그
룹으로 나누어진다. 각 유형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A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56개교, B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34개교, C시
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27개교, D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25개교, E시스
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10개교, F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5개교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웹사이트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e-Book서비스의 평가기준을 크
게 내용면, 형식면, 활용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초등학교도서관의 e-Book 서비스
2.1 학교도서관과 e-Book
인간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얻고 사고력을 키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
혜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독서 습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
준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이나 온라인상의 전자도서관에서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독서교육을 받게 되면 독서가 습관화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독
서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므로 초등학생의 독서활동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건전한 인격
을 형성하는 인간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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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초등학생들은 책과 함께 새로운 형

태의 전자매체인 e-Book을 통한 독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서관의 e-Book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거나 관심이 많은 아동들에게 흥
미를 느끼게 해주어 아동들의 독서력을 향상시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보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2 내용면
가. e-Book내용의 구성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e-Book의 내용을 각 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시스템의 경우에는 안데르센동화, 이솝동화, 과학동화, 위인동화, 전래동
화, 세계명작동화, 지혜동화, 생각동화, 신화와 설화, 바른생활, 영어동화, 특
별도서1-3, 클래식, 동시, 영어학습 등 1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B시스템
의 경우 국내, 외국, 영어, 위인, 과학, 명작, 전래, 우화, 어른, 고전, 소설, 시
/수필, 역사, 학습, 취미 등 15개 주제로 나뉘고 그 주제들 안에 2～5개의 세
부주제로 e-Book을 구성한다. C시스템에서는 크게 이달의 추천 e-Book,
초등학생이 즐겨볼 수 있는 코너, 초중등생의 필독도서목록으로 나뉘고 초등
학생이 즐겨볼 수 있는 코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명작동화, 세계명작동
화, 기타로 나누어 제공된다. D시스템은 동화, 역사/전기, 소설/희곡, 시/노래
책, 과학/학습 도서, 그림책, 수수께끼/유머, 만화, 기타, 선생님을 위한 책 등
10개로 나누어 제공하며 하나의 주제 안에서 구입일순, 출판사순, 출판일순,
가나다순으로 다르게 제공된다. E시스템의 경우 크게 주제별 전자책과 학년
별 전자책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 전자책의 경우 멀티동화, 그림
책, 한국동화, 외국동화, 동요/동시, 옛이야기, 인물이야기, 어린이영어, 과학
과 컴퓨터, 학습만화와 교양, 역사와 문화, 고전명작 등 12개의 주제로 구성
되어 있다. F시스템의 경우 문학, 예술, 역사, 종교, 언어, 사회과학, 철학 등
7개의 분야로 나누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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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 수준에 따른 콘텐츠 제공
이 항목에서는 주제별로 구성되는 e-Book 이외에도 이용자 수준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하여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시스템의 경우 특별도서 1-3까지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e-Book
을 제공하고 있다. B시스템의 경우 도서의 난이도를 구분해 주거나 학년별로
나누어 제공하지 않고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제공한다. 또한 C시
스템의 경우도 이용자 수준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 D시스템과 E
시스템의 경우 e-Book의 내용에 따라 1~6학년까지 학년에 맞는 e-Book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분류해 놓았다. F시스템의 경우에도 이용자 수준을 고려
한 e-book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 독서 후 프로그램
독서 후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e-Book을 읽고 난 후의 소
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독후감 쓰기를 하면 작품에
대한 비판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요약․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문장력도 기를 수 있으므로 독후감 쓰기는 바람직하다.
A시스템의 경우에는 독서 후 활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B시스템의 경우 독서 후 프로그램으로 독후감 쓰기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책
을 읽고 나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책정보 안에 ‘독후감쓰기’를 선택하
여 독후감을 쓸수 있으며 쓰여진 독후감은 e-Book 도서관 첫페이지의 ‘독
후감보기’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독후감보기에서 독후감을 감상한
후 별점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별점들과 도서관담당선생님이 주신 별점을 합
쳐 ‘최우수독후감’이 선정되기도 한다. C시스템의 경우도 독서 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D시스템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감상
문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서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감
상문 게시판에서는 제목, 내용, 작성자, 도서명, 추천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검색할 수 있다.
E시스템 역시 D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독후감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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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B시스템의 독후감쓰기 화면

<그림 2> D시스템의 감상문 게시판 화면

e-Book을 읽고 함께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F시스템은 독서 후 활
동으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는 독후감 숙
제, 독후화 대회, 독서 공부방이 있다. 독후감 숙제는 게시판 형식을 띄고 있
어 학생들이 독서 후 소감을 써서 올릴 수 있으며 이것은 추후 이달의 독서
왕을 선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독후화 대회는 학생들이 독서 후 느낀 생각

도서관 Vol.60 No.1(2005년 6월)

75

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며 독서 공부방에서는 독서의 목적, 종류,
방법, 독서 감상문 쓰는 순서 등을 제공한다.

2.3 형식면
가. 화면배색
색상은 인간의 미적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보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면의 배색을 결정할 때에는 적절한 색을 선별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시스템의 경우 메인화면에서는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하며 그
색상위로 움직임이 많고 다양한 그림의 아이콘을 배치하였다. B시스템의 경
우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e-Book 도서관의 배경화면을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계절별 혹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C시스템은 동화 속 그림을 연상케 하는 메인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화
면마다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파스텔톤 색상과 흰색을 사용하였으며 매
우 심플하고 깔끔하다. D시스템의 경우 전체적으로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
고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계열
의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안정감있게 보이고 눈의 피로감도 적다.
E시스템의 경우 3가지색을 사용하여 각각의 색상에 공지사항, 학년별 전자
책, 주제별 전자책이 배치되어 매우 간단하고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다.
F시스템의 경우 메인화면에 주황색과 연두색을 사용하여 메인화면이 따뜻하
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나. 아이콘의 디자인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글보다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 표현이 되기 위해
서는 사용자들에게 친밀감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Ohl &
Ca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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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스템의 경우 메인화면이 움직임이 많은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우
스를 아이콘에 가져가면 마치 아이콘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각
아이콘들에는 주제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며 각 주제별로 들어가
면 <그림 3>과 같이 책모양이나 TV모양의 아이콘으로 e-Book을 제공하므
로 마치 책장에서 책을 꺼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림 3> A시스템의 아이콘

B시스템은 e-Book 콘텐츠별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마우스를 가져갈
때마다 다른 색상으로 변화하거나 해당 아이콘의 구슬이 환하게 켜진다. C시
스템의 경우 아이콘의 사용이 매우 적어서 e-Book 콘텐츠로 들어가는 아이
콘으로 화살표 모양의 표지판을 제공할뿐 각 메뉴에 대한 아이콘은 제공되지
않는다. D시스템은 특징적인 아이콘은 거의 없이 화살표와 메뉴 제목에 맞는
작은 그림들만 사용하고 있다. E시스템의 경우 메뉴마다 움직이는 동물의 아
이콘을 제공하여 마우스가 다가갈 때마다 생동감있게 표현되는 시스템을 사
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매우 단순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F시스템은 특별한 아이콘은 없으나 공지사항이나 이달의 독서왕을 제
공해주는 공간으로 칠판모양이 있는데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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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문의 글자 크기
e-Book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글자의 서체, 크기 등이 읽기에 쉬
워야 한다는 것이다. e-Book의 경우 모니터에서 읽어야 하므로 눈의 피로를
적게 하고 읽기에 편하도록 글자크기를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Tillman, 1997),
A시스템의 경우 e-Book을 읽을 때 본문에서 글자와 음성을 함께 제공한
다. 본문의 글자 크기는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알맞으며 글씨를 읽다가 눈에
피로하면 음성으로 본문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B시스템의 경우
에는 e-Book 본문의 글자 크기는 이용자가 읽기 쉬운 글자크기인 12포인트
정도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동영상에서 제공하는 e-Book의 경우에는 그보
다 조금 크게 제공되며 텍스트와 함께 음성도 제공된다. C시스템의 경우 글
자의 크기가 e-Book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읽기 편
한 크기로 제공하고 있다. D시스템의 경우 e-Book 도서관 홈페이지 화면의
글자크기가 평가기준보다 조금 작고 색상이 흐려서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다. 또한 글자사이의 줄간격이 매우 좁아서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e-Book
본문 내용에 쓰인 글자의 경우 e-Book마다 글자크기가 틀리고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게 제공되고 있다. E시스템은 글자의 크기를 이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고 글자모양이나 글꼴을 다듬어 눈의 피로를 덜게 해준다. F시
스템 역시 e-Book본문의 글자 크기가 e-Book 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만 보편적으로 이용자가 읽기 편한 크기로 제공하고 있다.

라. 전용뷰어
뷰어(viewer)는 사용자가 e-Book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이다. e-Book 뷰어의 포맷은 다양한데 HTML, XML, PDF, FLASH는 물론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맷으로 e-Book을 서비스하고 있다.
A시스템은 모든 e-Book을 마이크로미디어 플래쉬(Macromedia Flash)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따로 전용뷰어를 설치할 필요없이 e-Book을 선
택하면 바로 아래 <그림 4>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전체화면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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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시스템의 e-Book본문 화면

책 한 권이 나타나고 한페이지에는 내용을 다른 한페이지에는 그림을 제공한
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음성도 제공하고 있다. B시스템의 경우
e-Book을 읽기 위해서 뷰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표준화된 포맷이 없기 때문
에 디지털북의 경우에는 Microsoft JavaVM, PDF e-Book의 경우 아크로뱃
리더, 플래쉬 e-Book인 경우 Flash Player를 설치하여야 자료를 읽을수있
다
C시스템은 e-Book을 읽기 위해 자체 뷰어를 설치하고 멀티미디어버전을
보기위해서는 Flash Play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PDF버전의 e-Book은
아크로뱃리더를 설치하여야 볼 수 있다. D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다이나폴리
오 리더를 설치해야한다. E시스템의 경우 3가지 형식별로 나누어 뷰어를 설
치해야 한다. XML형식의 e-Book을 보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e-Book 전용뷰어를 설치해야 하고 PDF형식의 전용뷰어는 아크로뱃리더를
설치해야 하고 멀티미디어형식의 e-Book은 Flash player를 설치해야 한다.
F시스템의 경우 XML형식의 e-Book을 읽기위해서 하이북(Hiebook) 뷰어를
설치해야 하고 PDF형식의 e-Book을 읽기위해서는 아크로뱃리더를 설치해
야 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뷰어도 함께 설치해야만 e-Book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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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그인
로그인은 e-Book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
스템 사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e-Book 시스템을 제공하는
학교는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제한하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A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 56개 중 3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e-Book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접
근을 제한하고 있다. B시스템의 경우 로그인 기능을 사용한다. e-Book시스템
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 직원에게만 열람가능하게 제한하고
있다. C시스템은 e-Book의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로그인없이 접속
할 수 있다. D시스템의 경우도 로그인 기능을 사용한다. 이경우 이용자 스스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학생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는
다. 이용자는 ID를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비밀번호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
보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다. E시스템은 철저한 로그인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
및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e-Book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1차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e-Book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F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는 반
드시 로그인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e-Book 도서관 첫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e-Book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학교 학생과 교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2.4 활용면
가. 키워드 검색
이용자는 주제에 따라 메뉴방식으로 원하는 e-Book을 검색하거나 제목이
나 저자, 출판사 등으로 빠르게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A와 C시스템의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 기능이 없다. B시스템의 경우 메인
화면에서 서명이나 저자명, 출판사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어떤 메뉴를 선택
하더라도 맨 윗부분에 책찾기가 제공되므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D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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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이 있다. 일반검색의 경우 도서의 서명, 저자명, 출
판사, 도서번호를 통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상세검색은 제목, 지은이,
출판사 이외에 출판년도를 지정할 수 있고 ISBN, 도서의 구분(모든서적/국내
서/번역서/원서), 정렬방식(발행일순/제목순/출판사순)을 선택하여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다. E시스템 역시 도서명, 출판사명, 저자명에 해당하는 키워드
를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다. F시스템의 경우 콘텐츠의 종류별로 전자책, 종
이책, CD/DVD를 선택하고 그 다음 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으로 키워드 검
색을 할 수 있다.

나. 책꽂이(내서재)
책꽂이나 내서재는 e-Book을 보다가 개인 책꽂이(내서재)에 저장하고 필
요시에 꺼내 볼 수 있도록 하여 도서검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능이다.
A시스템과 C시스템의 경우 책꽂이(내서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B시스템의 경우 e-Book을 선택한 다음 책정보를 살펴보면 e-Book에 대
한 상세사항과 줄거리 등을 알 수 있다. 이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책을
바로 열람하거나 혹은 책꽂이에 저장하여 보고싶을 때 꺼내 볼 수 있다. 저장
된 e-Book들은 <그림 5>와 같이 ‘내책꽂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20개의 e-Book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림 5> B시스템의 내책꽂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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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스템의 경우 ‘도서보관함관리’가 있어서 이용자가 읽고싶은 e-Book
을 저장한후 도서를 대출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경우 ‘도서대
출관리’와 ‘도서예약관리’가 따로 있어 대출과 연장, 반납에 관한 구체적
인 처리현황은 ‘도서대출관리’에서 볼 수 있고 도서 예약현황은 ‘도서예
약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3일간 3권의 도서를 대출 할 수 있
고 대출기한 내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동반납 처리된다. E시스템의 경
우 ‘내책꽂이’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곳에서 e-Book을 예약하거나
대출하고 e-Book을 열람한 뒤에는 반납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중인
e-Book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예
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대출권수는 3권이며 대출기간은
3일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F시스템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e-Book에 대하여 ‘내서재’를 통해 대출 및 예약, 대출연장 등을 할 수 있
다. 대출권수는 5권이고 대출기간은 5일이며 연장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다. 게시판
게시판 기능은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으로 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사대상인 6개의 시스템들에는 어떤 게시판이 제
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A시스템과 C시스템의 경우 게시판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B시스템의

경우 자유게시판은 학생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나 유용한 정보 등을 올릴
수 있고 자료실에는 유익한 자료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
는 기능이 있다. D시스템의 경우 ‘게시판마당’에 세부적인 자유게시판, 감
상문게시판, 문의게시판, 공지게시판등이 있다. 자유게시판은 학생들 간의 소
식, 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감상문 게시판은 독후감
상문 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문의게시판의 경우 전자도서관을 사용하면
서 느꼈던 의문점과 답변을 나눌 수 있고 공지게시판의 경우 관리자가 정보
변경사항이나 안내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E와 F시스템의 경
우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묻고 답하기나 Q&A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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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움말(이용안내)
도움말이나 이용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시스템 사용에 익숙치 않은 신입생
이나 학부모에게 e-Book 이용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A시스템의 경우 ‘도우미’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물
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용하기 전에 도우미를 통해
e-Book 도서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B시스템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도움말에서 가입하기와 로그인안내, 내책꽂이, 독서교
실, 독후감보기, 우리들의 이야기, 질문있어요, 책보기 등 전자도서관의 콘텐
츠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하였다.

<그림 6> B시스템의 도움말 화면

C시스템의 경우 도움말이나 이용안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초보이용자
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용자는 원하는 e-Book을 찾을때까지
e-Book 서비스를 모두 검색해야 한다. D시스템의 경우 ‘이게 궁금해요’
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방법과 대출예약보관 안내, 회원정보관리, 도서열람 등
에 대해서 예상질문을 선정하여 답을 제시해놓았다. E시스템의 경우 ‘이용
방법’을 통해서 전자책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 초보 이용자를 위해 모
든 과정을 그림과 설명으로 자세히 제공해주고 있다. F시스템의 경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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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통해 전용뷰어 설치안내, 구입신청, 대출예약신청, 검색, 대출책 수
와 대출기간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에서는 e-Book을 검색하고 열람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들을 위
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A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B시스템의
경우 ‘독서교실’과 ‘쪽지함’, ‘이달의 독서왕’과 ‘인기있는 책’, ‘추천
도서’를 들 수 있다. ‘독서교실’에서는 독서정보와 함께 독서에 필요한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링크시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쪽지함’의 경우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간에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
비스이다. 받은 쪽지는 최대 20개까지 저장 가능하다. ‘이달의 독서왕’은 도서
관 담당자가 e-Book을 많이 열람한 학생을 선별하여 1～3등까지 보여주며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인기 있는 책’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
진 책을 순위와 함께 제공하고 ‘추천도서’에서는 e-Book 도서관 담당자가 추
천한 e-Book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도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C시스
템의 경우 메인화면에 ‘이달의 추천 e-Book’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도
서를 선택하는데 편리하다. D시스템 역시 메인화면에 ‘새로운 책’, ‘권하는
책’, ‘화제의 책’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도서선택을 도와주며 e-Book마다
간략한 도서소개 및 저자소개, 도서서평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서평의 경우
e-Book을 열람한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및 도서대출관리, 도서예약관리 및 도서보관함관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E시
스템의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F시스템의 경우 B시스템과 비슷
하게 ‘쪽지함’과 ‘도서관출석부’, ‘자료실’, ‘독서칼럼’, ‘참고사이트’,
‘이달의 독서왕’, ‘새로 들어온 전자책’, ‘추천하는 전자책’, ‘인기 있는
전자책’ 등 이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사이
트’의 경우 도서관, 학술/학회와 교육, 사전연감, 인물정보에 관련된 사이트를 링
크시켜놓음으로써 독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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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3.1 내용면
가. e-Book 내용의 구성
조사대상인 6개 시스템의 e-Book 내용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시스템별 e-Book의 구성
A시스템

B시스템

1

안데르센동화 국내

2

이솝동화

외국

3

과학동화

영어

4

위인동화

위인

5

전래동화

과학

6

세계명작동화 명작

7

지혜동화

전래

8

생각동화

우화

9

신화와설화

어린

10 바른생활

고전

11 영어동화

소설

12 특별도서

시/수필

13 클래식

역사

14 동시

학습

15 영어학습

취미

C시스템

D시스템
동화

F시스템

멀티동화

문학

그림책

예술

한국동화

역사

외국동화

종교

과학/학습도서

동요/동시

언어

그림책

옛이야기

사회과학

수수께끼/유머

인물이야기

철학

만화

어린이영어

기타

과학과 컴퓨터

선생님을 위한 책

학습만화와교양

역사/전기
이달의 추천
소설/희곡
e-Book
시/노래책

초중등생의
․
필독 도서
목록

E시스템

역사와 문화
초등학생이
즐겨볼 수
있는 코너

고전명작

A, B, D, E시스템의 경우에는 10～15개 정도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F시스템의 경우 7개의 주제로 C시스템의 경우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A시스템의 경우 여러 주제들로 나뉘어 있지만 지혜동화나 생각동화는 지혜와
교훈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주제간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
는다. C시스템의 경우 체계적인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콘텐츠의 종류도 적다.

도서관 Vol.60 No.1(2005년 6월)

85

F시스템의 경우 주제 분야가 문학, 역사와 종교, 등과 같이 인문사회과학분야
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시스템에서 국내․세계동화, 역사, 고전, 과학, 학습, 영어와 같은 주제
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각 시스템별로 세분한 주제로 e-Book을 구
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책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다른 경우 주제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도서
관용 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이용자 수준에 따른 콘텐츠 제공 여부
6개의 시스템에서 이용자 수준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이용자 수준에 따른 콘텐츠 제공여부
A시스템
일반동화/
고학년을 위한
특별도서

B시스템

제공안함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제공안함

학년별
e-Book
제공

학년별
e-Book
제공

제공안함

이용자 수준을 고려하여 e-Book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D, E시스템으로
나타났다. A시스템의 경우 고학년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도서를 마련해놓고
있다. D와 E시스템의 경우 내용에 따라 1～6학년까지 각 학년에 맞는
e-Book을 제공받을 수 있다. E시스템의 경우 콘텐츠별로 구연, 그림, 애니
메이션과 같은 별도의 코멘트를 달아주어 이용자가 수준에 맞는

e-Book을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반면 B, C, F시스템의 경우는 주제별로 e-Book을 제
공하고 있지만 학년별로 혹은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 e-Book을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도서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잘못된 도서선택으로 인해 시간적 손해
를 보거나 독서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올바른 도서선택을
위해서는 수준별 e-Book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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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서 후 프로그램
독서 후 프로그램의 제공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시스템별 독서후 프로그램 제공 여부
A시스템

제공 안함

B시스템

독후감쓰기

C시스템

제공 안함

D시스템

감상문게시판

E시스템

F시스템

독후감게시판

독후감숙제
독후화대회
독서공부방

A와 C를 뺀 나머지 B, D, E, F시스템의 경우는 독서 후 프로그램으로 독
후감 쓰기를 제공하고 있다. 올려진 독후감 쓰기는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여
소감문을 감상할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독서왕을 선발하기도
한다. F시스템의 경우에는 독후화대회와 독서공부방을 제공한다. 독후화대회
는 글쓰기에 미숙한 저학년 어린이들이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
게 매우 유익한 독서 후 활동이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독서공부방을 통해서
독서의 목적, 종류, 방법, 독서감상문 쓰는 순서 등을 제공한다. e-Book 도
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과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형식면
가. 화면배색
시스템별 화면배색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A, C, D시스템의 경우
메인화면에서는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아서 매우 단순하게 보여진다.
또한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안정감있고 눈의 피로감
도 적다. B시스템의 경우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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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스템별 화면배색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파스텔톤색상

다양한 원색

파스텔톤
색상

파스텔톤
색상

3가지 원색

2가지 원색

을 계절이나 주제별로 제공하고 여러 색상을 선택하여 디자인하였다.

E시스

템의 경우 3가지색을 사용하였고 색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귀엽고 정
감어린 그림을 삽입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F시스템의 경우 메인
화면에 주황색과 연두색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정도로 눈
에 띄게 하였다. 웹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색이나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보
다 흑백과 파스텔톤과 같은 부드러운 색이 적당하다. 초등학교의 e-Book 도
서관은 이용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눈에 피로를 덜 주면서 시선을 끌수있는
색상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나. 아이콘의 디자인
각 시스템별로 아이콘의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A시스템은
눈에 띄게 움직임이 많은 아이콘들을 사용하였고 B시스템이나 C시스템, D시
스템의 경우 특징적인 아이콘의 사용이 없어 단조롭게 보였다. E시스템의 경
우 메뉴마다 움직이는 동물의 아이콘을 제공하여 마우스가 다가갈 때마다 생
동감있게 표현되었다. F시스템은 학교의 교실을 연상케 하는 화면으로 디자
인되어 있으며 아이콘도 칠판이나 연필 같은 모양을 제공한다. 또한 각각의
메뉴를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눈에 띄는 아이콘들이 제공되고 있다.

<표 5> 시스템별 아이콘 디자인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움직임 많은
아이콘

아이콘의
특징이 없음

아이콘의
특징이 없음

아이콘의
특징이 없음

동물아이콘
사용

학용품 모양
아이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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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이콘을 사용할 때에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밀감
있는 아이콘이 좋으며 배경화면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어울릴 수 있는 아이콘
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e-Book 시
스템은 단조로운 형식의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눈높이
에 맞춘 아이콘을 제공한다면 어린이들이 e-Book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본문의 글자 크기
초등학교도서관에서는 멀티미디어 동화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함께 음성도 제공하여 본문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
6개 시스템의 본문 글자 크기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A시스템의 경
우나 B시스템의 멀티미디어동영상과 같은 e-Book은 본문의 내용을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또한 A시스템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학년 위주의 내용이
여서 본문의 글자체가 크다. B시스템이나 C시스템, F시스템의 경우 본문의
글자 크기가 e-Book의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용자가 읽
기 편한 글자 크기를 제공하고 있다. E시스템의 경우는 e-Book의 글자 크
기를 이용자가 임의대로 조절하여 읽을 수 있고 글자모양이나 글꼴을 다듬어
눈의 피로를 덜게 해준다. 반면 D시스템의 경우 e-Book 도서관 홈페이지
화면의 글자 크기는 작고 색상도 어두워서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으며 글자
사이의 줄간격도 매우 좁아서 눈의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본문의 글자 크기는 이용자의 독서 편의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글자의 서체,
크기 등이 읽기에 쉬워야 한다. e-Book의 경우 모니터에서 읽어야 하므로

<표 6> 시스템별 본문의 글자 크기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알맞음

알맞음

알맞음

작음

알맞음

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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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크기인 12～14포인트를 유지해야 하며 본문

에서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어 저학년 학생이 본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전용뷰어
e-Book을 읽기 위해서는 전용뷰어가 필요한데 6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전용뷰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7>와 같다.

<표7> 시스템별 전용뷰어 제공 여부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Microsoft
자체뷰어
다이나폴리오
JavaVM
Flash Player
전용뷰어 없음
리더
아크로뱃리더
아크로뱃리더
Flash Player

E시스템

F시스템

자체 뷰어
자체뷰어
아크로뱃리더 Hiebook뷰어
Flash Player 아크로뱃리더

A시스템은 따로 전용뷰어를 설치할 필요없이 e-Book을 선택하면 바로 본
문 화면이 나오게 된다.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커다란 책모양의 화면에서 본
문이 나타나고 해당페이지를 다 읽게 되면 책장을 넘기듯이 다음장을 읽을수
있다. B시스템의 경우 e-Book을 읽기 위해서 e-Book의 형식마다 다른 뷰
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e-Book 열람시 글자, 그림이외에도 음성이 함
께 제공되며 본문의 글자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타나게
만들어 생동감을 준다. C시스템의 경우 e-Book을 읽기 위해 자체 뷰어를
설치하고 e-Book의 형식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야한다. D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다이나폴리오 리더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E시스템의
경우 자체뷰어와 함께 e-Book의 형식별로 제공되는 뷰어를 설치한다. F시스
템의 경우 Hiebook뷰어와 아크로뱃 리더, 자체 개발한 뷰어도 함께 설치해야
만 e-Book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A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
스템의 경우 여러가지 전용뷰어를 설치해야만 e-Book을 읽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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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끼게 된다. 한편 D시스템이나 E시스템 같은 경
우에는 전용뷰어에서 이용자가 e-Book을 열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목차서비스, 책갈피 기능, 밑줄긋기와 형광펜 칠하기, 지우개, 메모지, 글
자크기, 글꼴, 배경, 글꼴다듬기, 페이지효과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
용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각 시템마다 전용뷰어의 포
맷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e-Book을 열람할 수
있어서 불편하므로 어떠한 형식의 e-Book이라도 전용뷰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뷰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로그인
6개의 시스템 중 <표 8>과 같이 C시스템을 제외한 5개 시스템 모두가
e-Book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그인을 하여야한다. 이용대상자를 학
생, 교직원, 학부모로 제한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관리자의 승
인 절차가 끝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시스템별 로그인 여부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사용

사용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

C시스템은 e-Book의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로그인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직까지 불법복제에 대해서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므
로 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로그인은 이용자 개인의 정보보호와 각 시스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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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용면
가. 키워드 검색
e-Book의 검색방법은 메뉴검색과 키워드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
검색은 6개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키워드 검색은 <표 9>과 같이
B, D, E시스템들에서 제공한다.

<표 9> 시스템별 키워드 검색 여부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e-Book 검색기능 중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려면 이용자는 e-Book의 서
명,저자명, 출판사 중 하나의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 독서활동이 활발한 어린이
들에게는 편리한 기능으로서 D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검색 이외에 출판
년도, ISBN, 도서구분, 정렬방식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고급검색이
가능하다. 이처럼 e-Book 도서관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
색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책꽂이(내서재)
6개의 시스템 중 <표 10>과 같이 B, D, E, F시스템이 책꽂이 기능을 사용
하고 있고 A시스템과 C시스템은 책꽂이(내서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책꽂이(내서재)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경우 책꽂이에서 도서를 저장하거나
<표 10> 시스템별 책꽂이(내서재) 여부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없음

책꽂이

없음

도서보관함
관리

내책꽂이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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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 및 예약, 연장을 할 수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도서대출사항을 한눈
에 볼 수 있다. D시스템의 경우 ‘도서보관함관리’에서 대출이나 예약상황
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도서대출관리’와 ‘도서예약관리’가 따로 있어서
대출, 예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책꽂이 기능은 개인 책꽂이(내서재)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대출, 예약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이용자가 대출기간을 잊어버려도 자동적으로 반납처리
가 된다. 또한 이용자의 대출 이력도 보여주기 때문에 e-Book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e-Book 서비스의 편리한 부분이다.

다. 게시판기능
6개의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A시스템과 C시스템의 경우
는 게시판이 제공되지 않는다. 나머지 4개의 시스템들은 각각 다양한 게시판
을 통하여 이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11> 시스템별 게시판 여부
A시스템

없음

B시스템

자유게시판
자료실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없음

자유게시판
감상문게시판
문의게시판
공지게시판

묻고답하기

Q&A

B시스템의 경우 자유게시판과 자료실을 통하여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하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러나 대부분 불필요한 내용들만 올라있어 게시판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D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게시판마당’에 세부적인 자
유게시판, 감상문게시판, 문의게시판, 공지게시판을 두었다. 따라서 이용자는
글의 주제에 따라 각각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모여진 게시물
들은 다른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E와 F시스템의 경우 묻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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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나 Q&A를 통해서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시판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용어를 남용하거나 익명성
을 가지고 불필요한 장난을 하는 등 게시판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일
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게시판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깨
닫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 도움말(이용안내)
도움말 항목은 e-Book을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필
요한 정보이다. 6개의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도우미, 도움
말, 이게 궁금해요, 이용방법, 이용안내 등의 제목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표 12> 시스템별 도움말(이용안내) 여부
A시스템

B시스템

C시스템

D시스템

E시스템

F시스템

도우미

도움말

없음

이게 궁금해요

이용방법

이용안내

6개의 시스템에서 C시스템을 제외한 5개의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 A시스템과 D시스템의 경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질문할 것 같은 예상 문항과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하여 이용자
는 쉽게 원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D시스템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e-Book 도서관 가입에서부터 도서를 열람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과 함께 제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의 e-Book 도서관은 저학년 학생부터 고학년 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이용자층 중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에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안내를 반드시 제공
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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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A와 C, E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들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B시스템
의 경우 ‘독서교실’과 ‘쪽지함’, ‘이달의 독서왕’과 ‘인기있는 책’, ‘추천도
서’를 제공하였고 D시스템은 ‘새로운 책’, ‘권하는 책’, ‘화제의 책’을 제공
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및 도서대출관리, 도서예약관리 및 도서보관함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F시스템의 경우 ‘쪽지함’과 ‘도서관출석부’, ‘자료실’, ‘독서칼럼’, ‘참고사
이트’, ‘이달의 독서왕’, ‘새로 들여온 전자책’, ‘추천하는 전자책’, ‘인기있는
전자책’등 이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Book 도서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각 시스템들은 e-Book 열람 이외에도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e-Book 도서관을 이용
하여 친구들과 쪽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므로 해서 독서왕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도
서관출석부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e-Book 도서관에 흥미를 느끼게된다. 따
라서 e-Book 서비스 이외의 부가서비스는 계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초등학교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더욱이
e-Book의 멀티미디어적 기능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
어 학습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e-Book의 내용면, 형식면, 활용면 등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e-Book이 가지고있는 다양한 특징들은 초등학생들의 독서에 관한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콘텐츠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
용법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도서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독서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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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에 도입된 e-Book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의
최신성 있는 도서와 이용자 수준에 맞는 적합한 도서가 부족한 실정이다. 각
시스템별로 제공되는 e-Book의 주제가 어느 한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
하게 제공되어야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Book 내용의 구성을 보면 조사대상 시스템 모두 e-Book의 내용별 카
테고리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같은 내용의 e-Book인 경우에도 시스템에

따라 다른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e-Book 분류기준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년별로 이용자 수준을 고려한 e-Book을 제공하
면 이용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
로 이용자 수준별로 e-Book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시
스템 중 3곳에서만 이용자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이용자 친
화적인 e-Book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준별로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개의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e-Book 시스템에서는 독후감쓰기와
같은 독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후감을 쓰게 되면 책의 내용을 다
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
어서 독서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후감쓰기, 감상문쓰기, 독후화대회 같은 다양한 독서 후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e-Book 도서관의 경우 화면배색
이나 아이콘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e-Book처럼 단조롭고 차분한 색상
과 특징없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대상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임을
고려하여 화면은 밝고 환한 색상에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별 배
경화면과 생동감있는 아이콘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e-Book 도서관 홈페이지 화면의 글자 크기나 e-Book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어린이들이 눈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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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덜 느끼며 e-Book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e-Book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e-Book 전용뷰어가 필요하고 이용자
는 뷰어에서 제공하는 책갈피나 낙서하기, 메모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e-Book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6개의 e-Book 시스템의 경우 각 시스템마다 e-Book
을 보기 위해서는 2～3개의 전용뷰어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e-Book 시스
템간에 뷰어의 호환성이 없으므로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뷰어를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모든 형식의 e-Book을 열람할 수 있는 표준화된
e-Book 뷰어의 제정과 함께 뷰어의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거의 모든 e-Book 시스템에서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는 ID와 패스워드를 가져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더욱이 이
용자층이 초등학생인 학교도서관에서는 로그인없이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
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e-Book 콘텐츠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로그
인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불편함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여섯째,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키워드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e-Book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개인 책꽂이를 만들어 e-Book을

저

장하고 대출, 반납,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들은 e-Book 도서관의 편리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린이 스
스로 대출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e-Book 시스템
들은 이러한 책꽂이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도서열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일곱째, 게시판 기능은 초등학교 e-Book 도서관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기
능이다. 게시판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은 서로의 의견과 유익한 정보나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e-Book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간의 개인적인
안부나 장난 등이다. 따라서 e-Book 도서관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
여덟째, 초등학교 e-Book 도서관의 이용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컴퓨터를 능숙히 다룰 줄 아는 어린이들에게는 e-Book 시스
템 사용이 쉬울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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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질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도움말이나
이용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자칫 불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초
등학교 e-Book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아홉째,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e-Book 서비스는 도서열람기능 이
외에 이용자간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쪽지함이나 도서관 이용을 기록하
는 도서관 출석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참고사이트, 열
람도서수를 기록하는 독서왕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린이들에게 독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므로 e-Book 시스템들은 이용자
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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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Website usability and online interviews with librarians was
conducted for the following services: QuestionPoint, Virtual Reference Canada,
MyWebLibrarian, Association of SouthEastern Research Libraries, AskERIC,
MADscienti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a website
is the most user-friendly approach to explain how to use the services. In
addition, to operate a CDRS system more efficiently, it was found that an
accurate profile of the quality and expertise in subject area collections of each
library would facilitate the process of directing user questions to the
appropriate institution. Librarians must also be prepared and supported by
effective policies to accommodate this new area for librarianship.

1. 서론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에
참고질문건수가 158,000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17,000건으로 줄어들
어 불과 4년 만에 질문건수가 무려 26%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질문 건수가 줄어들면서 즉답형 질문에 대한 정보중개업무는 더 이상 사서들
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서들의 역할이 점점 축
소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미래에 사서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원들이 활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많은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각 도서관별로 사서와 이용자들 간의
면대면으로 혹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던 참고서비스가 이제는 여러 도서관들
이 협력하여 전자우편이나 채팅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공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도서관들이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
되기 전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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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턴을 찾고자 한
다. 이것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서관에 유용한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함이다.
즉 현재 각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참고봉사가 형식 위주로 진행되
어가면서 실질적인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정책, 주제전문사서 양성, 참가도
서관 조건, 정보원 확보, 마케팅, 평가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여기서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의 서비스 정책과 운영,
그리고 정보원으로 사용할 참가도서관들의 소장자료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이 이용자와 사서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
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이미 도서관
마다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참고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내 도서관
의 디지털참고봉사는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디지털참고봉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에 비해 국내 도서관들이 제
공하고 있는 디지털참고봉사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만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국내에서도 디지털참고봉사의 효과성이 나타날 것
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디지털참고봉사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가들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부분보다는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알
아보고, 나아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후에 글로벌디지털참고
봉사망과 연계될 경우, 국내의 디지털참고봉사망(Korea Reference Service
Network: KRSN)을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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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RSN

1.2 연구 문제
도서관에서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존에 기업에서 사
용하는 콜셀터운영프로그램을 변형하면 쉽게 국내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프
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점이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시스템의 프로세스적인 면보다는 운영적인 면이 요소들로 구성되었
고 그 요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다음 <표 1>과 같이 알아보고
자 한다2).

2) Bernie Sloan, Electronic reference services: Some suggested guidelin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 38 No. 1, 1998,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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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문제
구분

파악할 내용

서비스 정책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서비스 시간, 답변소요시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가?

서비스 운영

서비스의 중요성을 사서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서비스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가?
운영팀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질문 분배기준과 분배시간은 언제인가?

정보원

참가도서관들의 참가조건은 무엇인가?
참가도서관들의 소장 자료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

1.3 연구 필요성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의 많은 도서관들은 이미 시대환경에 적응하기 위
하여 도서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03년 11월 기준으로 62개 그룹에서 1,730개 도서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2004년 1월에 QuestionPoint에 가입된 도서관들이
1,000개 도서관이 된다고 발표하였고 LSSI와 24/7 Reference에 소속된 도서관
들이 1,000개가 된다고 한 것을 보면 많은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8월에는 QuestionPoint와 24/7
Reference가 합병되면서 이제는 QuestionPoint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디지털
참고봉사망이 되어 이용자들에게 전세계적인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3) Steve Coffman, To Chat or Not to Chat-Taking Another Look at Virtual Reference.
http://www.infotoday.com/searcher/sep04/arret_coffaman.shtml,
34-40.

Searcher,

No.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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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이용자들은 국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보들을 원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사서들만으로 모든 답변이 가능한 것이 아
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의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또 외국의
사서는 한국의 사서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다양
한 정보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국내의 도서관들끼리 참고봉사를 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글로벌디지털참고봉사망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국내의 지식범위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학문적인 발전의
속도는 빨라질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국내 전체적인 도서관 환경에서도 볼 때
자료와 주제전문사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제전문사서들과 자료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망은
불가피하다.
2003년 OCLC에서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도서관들은 예산삭감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MARC과 AACR2을 비
롯하여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와 같은 것들이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LSSI(VRToolkit)’,

‘OCLC(QuestionPoint)’,

‘Docutek

(VRLplus)’, ‘Digi-Net(eLibrarian)’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개발되
어 있다. 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
이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다행이 협력형디지
털참고봉사모형이나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논문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지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를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면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에
투입된 인력과 경제에 대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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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2.1.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의 의미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참고봉사는 전통적인 의미의 참고봉사와 마찬가지
로 단순히 정보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정보교육까지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들은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교육을 병행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참고봉
사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들은 부족한 예
산과 인원들을 극복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도서관들끼리 인터넷에서 협력한 사례는 목록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참고봉사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
우에는 각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참고봉사를 여러 도서관들이 연합하
여 한 곳에서 묻고 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
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여러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변
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는 부족한 사서와 정보원으로 구성된 개별적인 도서관들
이 협력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
국 사서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개별 도서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주제전문사서에 의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더구나 주제전문사서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4). 그러나 협력형디지털
참고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
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개인정보가 여러 도서관에 노출될 염려가 있으며, 상
업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특정한 도서관에서만 사용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속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
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4) Steve Coffman, Going Live: Starting & Running a Virtual Reference Service. AL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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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참고봉사의 협력과정
개별 도서관들이 협력체에 참가하려면 각자 일정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협
력에 의한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Louisiana
Library Network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이 공동의 참고봉사를 제공하
기 위하여 40개의 도서관들이 통합된 사례이지만 이들 중에는 직원들의 이해
부족과 인원부족 그리고 이용률의 저하로 통합된 시스템에서 탈퇴한 도서관
들이 있었다. 그래서 Louisiana Library Network에서는 참고봉사를 통합하
기 위해서는 비록 야간이나 주말의 서비스를 아웃소싱(대표적인 회사로서
Tutor.com)으로 운영하더라도 해당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사서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봉사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도서관들을 통합할 때는 개별
도서관별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춘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적인 능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에는 참고봉사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 공동
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도서관내의 사서들 조직문화가 긍정적이어야 하며,
기타 전자정보원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더
라도 사서들이 도서관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는데 자율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합된 도서관들끼리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화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된다면 통합화를 하기 위한 단계로 힐(Hill)은 다음 5 단계
의 준비과정을 거칠 것을 제시한다.
① 기초자료조사(Creation)
② 도구선정(Implementation)
③ 운영(Maintenance)
④ 평가(Evaluation)
⑤ 재평가(Reassessment)
기초자료조사(Creation)단계에서는 먼저 자기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
를 수행하여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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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잠재적인 파트너를 선별하게 된다. 자관 평가에서는 웹폼 참고봉
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내부적인 지원 정도와
현실적인 도서관의 목표를 고려한다.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투자여부와 파
트너의 참고봉사능력, 기술능력, 전자정보원능력, 지역, 문화를 고려한다.
도구선정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평가 선정하고 사서들을 교육시키며, 서
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춘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표적인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프로그
램에는 LSSI(Library Systems and Services, L.L.C), 24/7 Reference,
QuestionPoint와 같은 것들이 있다. QuestionPoint는 2002년 6월에 LC와
OCLC간의 협약으로 생기게 되었으며 각 도서관들은 프로그램에 회원도서관
으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로컬DB가 있고
센터에서 별도의 글로벌DB를 갖추고 있다. 24/7은 Metropolitan Cooperative
Library System를 위하여 미국정부와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의 지원하에 만들어졌다가 2004년 8월에 QuestionPoint와 합병하였
다. LSSI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디지털참고봉사
에서 아웃소싱업무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분야,
서비스 정책, 서비스 관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내용에는 서비스의 정
의, 참가자, 서비스 기간이 포함되고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초기비용과 유지비
용 및 미래에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다. 또한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준
비한다. 서비스 정책이나 실천에서는 서비스의 철학, 사서들의 가이드라인, 이
용자 정책이 포함된다. 운영은 특정한 도서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
원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문제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자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평가자료와 사서들에 의한 평가
자료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행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용자들의 반응을
주시한다. 재평가단계에서는 수정한 서비스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는지 평가하는 작업이다5).
5) Hill J.B., Virtual Partners: Developing and Maintain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for th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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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하였다.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래
와 같이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하였다.

3.1. QuestionPoint 사례
QuestionPoint(http://www.questionpoint.org)는 미의회도서관이 1998년부터
시행해오던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CDRS를2002년에 OCLC
와 함께 구축한 세계적인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이다. OCLC가 목록분야에
서 전세계적인 통합사례인 WorldCat으로 사서와 학생, 연구원들을 인류의 4000
년 지식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QuestionPoint는 4000년 역사의 인류지
식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QuestionPoint가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는 목적은 ‘전문가 수준의
정보서비스’에 두고 있기에 주제전문사서로서 자격은 MLS자격을 가지고 있
거나 혹은 주제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 특정한 분야에서 서비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구성원 도서관들도 특별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자료가 많은 것들이 보통이다. 현재 세계적으
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2000여 개 도
서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학도서관이 41%, 국가도서관이 22%, 공공
도서관이 27%, 특수도서관이 10%를 차지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모두 웹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져서 이용자들이나 사서들은 별도
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 없고, 단지 인터넷환경이 가능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드웨어적으로도 기본적인 PC만 갖추면 되지만 비디오와 사운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려면 비디오 카메라와 헤드 셋(혹은 스피커, 마이크로
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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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질문을 하려면 소속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을 받
아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의 ‘Ask a Librarian’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질문
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로부터 질문이 접수되면 자관 사서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답변을 한다. 자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질문 분배자인
Request Manager에게 질문을 전송하며, Request Manager는 타도서관이나
혹은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답변은 최초에 의뢰한 도서관으로 답변을
송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질문과 답변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편집
과정을 거쳐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에 저장되면 이용자와 사서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용자와 사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적인 면
에서는 실시간 서비스를 위하여 채팅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답변이 빠를 뿐
만 아니라 대화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가입된 모든 도서관들이 ‘Ask a Librarian’과 같은 공통의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며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
는 QuestionPoint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서들이 디지털참고봉사를 기
존의 전통적인 참고봉사파트에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과
이용자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나아가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홍보하는 적극적
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3.2 VRC(Virtual Reference Canada) 사례
VRC(http://www.nlc-bnc.ca/vrc-rvc)는 2002년 11월에 캐나다 의회도
서관에서 주관하여 270여 개의 캐나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이 포함되
어있다. QuestionPoi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질문을 자동 분배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으며 도서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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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yWebLibrarian 사례
MyWebLibrarian(http://www.myweblibrarian.com)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들이 연합해서 만든 협력형디지털참고
봉사 시스템이다. MyWebLibrarian은 2001년 1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일
리노이주의 9개 대학도서관들로 이루어진 Alliance Library System이 만든
협력형 참고봉사시스템과 North Suburban Library System이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20개, 대
학도서관이 8개, 병원도서관이 4개, 학교도서관이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채팅 위주로 실시간 서비스되는 프로그
램을 사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서비스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용현황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접수된 질문 건수는
613 건이었지만, 200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975 건, 200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1,022 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
의 특징으로는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병원도서관 학교도서
관들이 함께 통합되었다는 점과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기
존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들에게 답변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 등이 특색이다.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LSSI에서 제작한 tutor.com을 사용하는데 이는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의 이용자가 비록 전체에서 2.2%에 지나지 않지만 이
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Tutor.com은 심야시간대의 사서들
을 대신하여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Zip코드에 따라서 데
이터베이스 서비스 영역이 다른 것이 큰 특징이다.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을
사서에게 물어본 결과 Black Hawk College 도서관의 사서인 Ann Larson
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Reference Service has never
been so good!”라고 할 정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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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SERL(Association of SouthEastern Research Libraries)
사례
ASERL(http://www.ask-a-librarian.org)은 2004년 2월에 마이애미 대
학도서관을 비롯하여 11개의 대학도서관들이 QuestionPoint 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일주일에 84시간의 채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목적을 보면 하나의 도서관에 의한 서비
스보다는 연합된 서비스로서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질문
에 빠른 답변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지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ASERL의 서비스 개시일
은 늦었지만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 즉 2001년
12월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발의하여 여러 의견과 자료를 수집한 결과 2004
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그간 수 많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용자 정보 정책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컴퓨터의 IP, 대화내용을 모두
보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또 이용통계에 대해서도 매월 공지하고 있
다.

3.5 AskERIC과 MADscientist 사례
여러 도서관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와는 약
간 차이가 나지만 각종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전문지식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AskERIC과 MADscientist가 있다. 그
동안 교육분야에 많은 질문을 해결해 준 AskERIC의 이용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미국 내 이용자가 81%를 차지 하였지만 2002년에는 64%로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에 국외 이용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다6).
6) Pomerantz Jeffrey, Repeated Survey Analysis of AskERIC User Survey Data, 1998-2002,
5th

Virtual

Reference

/proceedings/proceedings.cfm, 2003.

Desk

Conference,

http://www.vrd200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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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RIC은 통합화를 준비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즉
디지털참고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단단한 조직구조(solid
organizational structure)를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안정적인 직
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구조화된 과정을 포함하
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하지말고 작게 시작하는 일이
다. 소규모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찾고 서비스의 강점과 약
점을 보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의 연장으로서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직원들을 준비하는 일이다. 네 번째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홍보에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소규모
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과학분야의 전문가 약 900에 의해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MADscientist
(http://www.madsci.org/)의 운영한 사례를 보면, 운영을 위한 구성원들은
Experts, Moderators. Administrators, System administrators로 구성하였
다. 답변자인 Expert는 숫자가 무려 900명이나 되고 Moderator는 질문과
답변을 검토하며 특정한 질문은 특정한 전문가에게 직접 지시를 하여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Moderator들은 자신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할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다. Administrators는 4명으로
웹서버를 유지관리하고 사이트에 관련된 것들을 다룬다. 이들은 웹을 비롯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System administrator는 외부에서
관리하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네트
워킹과 보안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한 달에 약 17,000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접속자의 52%정도는 질문에 바로
가지 않고 사이트내의 다른 메뉴(도서관, 검색엔진)로 이동하였다. 48%는 질
문을 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지만 결국은 22%가 질문을 하게 됨으로 관련사이
트 링크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질문자들이 여기서 관련된 자료를 얻지 못하
거나 재질문 되었을 경우에는 Moderator가 활동한다.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아무리 단순한 질문이라도 전문가의 지식이 충분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고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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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 이외에 ‘KnowItNow’, ‘Live Reference’, ‘BLC ASK
24/7 Reference Service’, ‘Key Stone Library Network Virtual
Information Desk’, ‘KANAnswer’, ‘Chasing the SUN’, ‘Ask US
24/7’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4. 시스템운영
4.1. 서비스 정책
4.1.1. 서비스 개념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라는 용어는 이용자나 사서들에게 아직 생소한 내용
이다. 비록 일부 사서나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개념에는 용어정의를 비롯하여 서비스 목적, 서비스 도구가 무
엇이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용자들과 일부 사서
들은 이러한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게 홈페이지나 각종 교육 및 마케팅을 통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도서관이 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비스의 목적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제공하는 목적은 도서관의 본연의 목적
인 정보서비스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IPL(Internet Public Librar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Provide quality information service and resources to the public
Create quality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Promote the roles of librarians in the inform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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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에서 제시하는 목적도 결국 도서관이 존재해야 하는 고유 목적과 일치
하고 있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를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게 설정
함으로써 협력형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충
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더군다나 이 서비스가 단독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용자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도서관이
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또 다른 목적은 도서관이 국가적인 교육기
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서비스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여야 한다. 즉 로컬
도서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센터로 이관해서 주제전문사서가 답변
하고 주제전문사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다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관해서 답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려는 협력형디지털참고
봉사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받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또 사서들은 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어
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혀주는 것이 이용자와
사서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4.1.2 서비스 규정
질문을 접수시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왜 협력형디지털참고봉
사가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게 한 다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 알아야 할 규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비스 규정을 제시하는 목적은 이
용자로부터 부적절한 질문을 비롯한 혼란을 줄여서 사서와 이용자간의 분명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규정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서관에서 제시하여야 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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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규정에는 응답소요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국경일의 경우 답변 소요시
간, 본 서비스의 목적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한 삭제나 거절에 관한 사항, 원
문제공범위, 답변의 범위와 책임 한계 등이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마다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 많고 대신 서비스 정책과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수에 따라 답변시간이 다
르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답변 시간에서는 웹폼으로 접수된 질문의
경우 Google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
서관들은 업무일 기준으로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나 혹은 24~48
시간 이내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 1~2일 사이에 100%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Purdue대학의 사례를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 비
록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 하지만 3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보는 것에 이용자들이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냈고(http://
www.benchmarkportal.com/newsite/article_detail.taf?topicid=31), Santa
Monica Public Library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답변을 2시간 이내로
제공(주말은 24시간)하니까 채팅보다 더 많은 질문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사
례(Coffman, 2004)를 보면 전자우편에 의한 답변은 가능한 빨리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일반 기업의 콜센터의 경우에는 질문의 80%를 20초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시간대학의 경우처럼 15분내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Chasing the Sun의 경우는 30분 이내에 이용자들이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채팅의 경우 8~10분대,
10~15분대, 5~7분대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Illinois state
University의 Ready for Reference 사례에서 이용자와 사서간의 평균대화
시간은 13분11초로 나타났듯이 채팅에 의한 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일요일이나 국경일이 포함된 기간에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전자우편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채팅에 의한 서비스는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즉 미시간대학의 Ask us Now의 경우에는 월요
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제공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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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고,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tate Library of North Carolina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되는 질문들 중에는 가끔 상업적인 목적이나 혹은 의미없는 내용의 질
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로컬사서에 의하여 삭제하거나 혹은 답
변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답
변되고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답변 불가한지 정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서지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원문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참고봉사의 경우에 원문을 디지털공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
저작권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보다 외부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해야
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호대차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리고 상호대차 담당 사서에게 질문을 이관한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크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의 답변 내용
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책임여부를 추궁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의학전문사서가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용자는 진료정보로 생
각하여 스스로 자가 치료로 하여 부작용이 생기면 사이트를 우려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의료상담이나 세무상담, 법률상담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와 답변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성 적
합성, 완전성을 책임지지 않고 다만 참고될 자료만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서의 전문서비스는 대부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나 법률정보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
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숙제의 경우에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검색은 지원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변과 이용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예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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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용자 범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참고봉사는 구성원에게만 제한
서비스하는 경우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는 여러 로컬도서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도서관
마다 이용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상업적인 광고와 같은 질문
들이 접수될 염려가 있어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사서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비하여 Boston Library Consortium(BLC)에서 제
공하는 ‘Ask 24/7 Reference Service’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많
은 도서관들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용자를 소속 이용자들로만 제한하
려고 했으나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방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개방한 이유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로그인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결과가 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방
해 요소를 둔다는 것은 서비스 기본 개념에 어긋나게 된다는 취지로 모든 이
용자들에게 개방하였다. 서비스를 외부인에게까지 개방한 University of
Maryland의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의 이용통계를 보면 총 419건의 질문이
접수된 것 중에 학생이 41%, 교수가 3%, 직원이 3%, 외부인46%를 차지할
정도로 외부인의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 New Jersey에서 공공도
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연합하여 제공하는 QandANJ.org에서 답변자 7,022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나이별로 이용자들의 통계를 보면 18세 미만
이 45.8%, 19세에서 35세 사이가 17.5%, 36세부터 59세 사이가 27.4%,
60세 이상이 9.3%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것인
가에 대한 질문에 89.8%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6%가 도서관에 대
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한된 이용자들만을 대상
으로 서비스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그들
의 필요한 정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118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시스템의 운영

4.2 서비스 운영
각 도서관들이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기존 사서
들 대신에 새로운 사서들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서에게 새로운 업
무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서를 채용한다면 주제전문사
서로서 자격과 의욕이 있는 사서들을 채용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기존 사서
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부여할 경우 그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가 단지 새로운 업무의 추가인지 아니
면 변화를 위한 사서들의 새로운 도전인지를 인식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지식과 훈련을 스스로 쌓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비록 협력형디지털참
고봉사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를 운영하는 사서들이 올바로 이해하
지 못하고 운영에 소극적이며 능력이 부족하면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물론 QuestionPoint의 사례처럼 사서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업무가 전통적인
의미의 참고봉사업무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존 업무의 연장으로서 사서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제전문사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서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 시스템은 많은 도서관들과 많은 사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다. 대신에 국내의 여건상으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나 혹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운영해 나갈 수 있
지만 이들 단체들이 연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참가도서관들로 구성된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소속된 도서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시스템 규정 제정과 정책 개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주제전문사서 교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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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가 유연성있게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서비스 운
영에서 실천적인 부분은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
임하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운영팀에는 웹
인터페이스 관리, 서버관리, 행정관리, 질문분배, 지식베이스관리, 채팅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원들로 구성된 운영팀에
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답변의 질을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서비스
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이나 정책을 개
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
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은 운영팀에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재정적
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서 필요한 경비에는 프로그램구입, 서비스 운영비, 직원급여, 장비구입비, 마
케팅 비용 등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도서관들은 대부분
비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경비를 분담하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
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 미국의 사례처럼 사서가 답변하기 힘든 심야 시간대
와 주말에는 아웃소싱업체에게 서비스를 위탁할 수도 있다.

4.3 정보원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정보원으로는 주제전문
사서들의 지식과 인터넷의 각종 자원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망에 참가할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각
도서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들 도서관과는 어
떻게 연결하는지 도서관별로 프로파일과 소장사항을 파악하여야 적합한 답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QuestionPoint 사례에서 보면 각 도서관별로 프로파일
을 다음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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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서관 프로파일
도서관 소개

도서관명, 주소, 이용대상자 수준

연락 사항

전화, 팩스, 도서관형태, 직원 수

도서관 대체 명칭

도서관 영문명칭, 한글 명칭, 한문명칭 등

서비스 가능시간

채팅 가능 시간

서비스 불가능 시간

채팅 불가능 시간, 휴일

지역 서비스

주 서비스 담당 구역

답변 가능한 언어

영어, 일어, 한문, 등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3>과 같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3> 도서관 프로파일
언어별 소장사항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언어별 소장사항을 6점 척도로
표시한다.

주제별 소장사항

DDC분류기준에 의한 소장사항을 6점 척도로 표시한다.

형태별 소장사항

단행본, 저널, 필름, CD, 지도, 악보 등 형태별 소장사항을 6점 척
도로 표시한다.

지역자료 소장사항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지역별 자료를 6점 척도로 표시한다.

기타 특수 소장사항

주제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나 혹은 주제전문사서를 대상으로
한 특수 자료에 대한 소장 사항을 6점 척도로 표시한다.

이 중에서도 주제별 소장사항은 LC분류 기준에 따라 General Works에서
부터 Bibliography and Library Science까지 분류하고 있다. 분류에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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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A: General Works’의 하위 구분을 살펴보면 사전, 색인, 백과사
전, 신문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각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QuestionPoint에서 도서관 자료들의 소장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은 미의회도
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6단계

평가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은

Research Libraries Group이 개발한 것으로서 현재 도서관 자료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6단계는 0~5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0단계: Out-of-Scoupe로서 이 분야에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된다.
1단계: Minimal Level: 주제분야에서 극소수의 자료들이 수집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외국법자료인 경우 법령과 법전이 있는 정도이다.
2단계: Basic Information Level: 최근의 일반적인 자료들을 수집한 상태
로서 주제분야를 소개하고 설명할 정도로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사전, 백과사전, 전
문분야 중요한 전문서적, 역사자료, 서지, 핸드북, 소수의 전문저
널로서 독립된 연구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 법률의
경우 선별된 단행본, 사례보고, 외국법령의 다이제스트들만을 소
장하고 있다.
3단계: Instructional Support Level: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들의 교육을 지원할 정도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광범위
한 단행본을 소장하고 중요한 저작들을 소장, 대표적인 저널, 이차
적인 저자들의 작품도 소장, 참고도서, 기초적인 서지정보를 소장하
고 있다.
4단계: Research Level: 박사학위나 독립적인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도로서 연구보고서, 과학실험결과 들을 비롯하여 연
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행본도 포함된
다. 광범위한 저널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색인과 초록을 제
공할 정도로서 역사가 있는 연구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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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Comprehensive Level: 기록된 지식에 대해 의미 있는 자료들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되는 분야의 언어로도 구성된 자료들도 포함된
다. 법률정보의 경우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비법률적인 면의 자료들
도 포함된다.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은 이와 같이 자
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현황을 평가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일정한 가입비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수되고 있는 연
구형 질문과 설명형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주제전문사서를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형디지털참고봉사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가 QuestionPoint와 같은 글로벌참고봉
사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정책
과 운영 및 참가도서관들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례에 나타난 도서관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훌륭한 프로그
램이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인력과 경제적인 낭비만 초래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비스 운영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에 대하여 사
서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운영하는 사서들은 협력형디지털참고봉사가 국제적인 참
고봉사망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평생교육과
E-learning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교육적인 도구로 인식하여 디지털시대에
사서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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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과 시각장애인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 캐나다 사례 1)
Rosemary Grieble 著 2)
이 영 숙 譯 3)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추세로서 전략적 제휴는 경영 분야에서 잠
시 관심을 끌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기업체, 비영
리기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이다. 협
력, 컨소시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홀로
혹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을 때
사실상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VISUNET : CANADA는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이
결성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양쪽이 종전의 경쟁구도에서 상호 협력 체
제로서 또한 도서관을 소장 장소의 개념에서 이용자 정보접근의 개념으로 사
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서관 서비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장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정보를 담은
매체의 형태(디지털, 점자, 대활자, 텍스트, 혹은 녹음 등)와는 무관하게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 협력사업의 궁극

1) Partnering services between public librareis and library services for the blind: a canadian
experience. PNLA Quarterly No. 65(1) pp. 17-19 Fall 2000
2) Rosemary Grieble는 현재 캐나다 칼게리 공공도서관의 특수봉사 전문사서이다.
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로 영국 런던대학교 (UCL)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학위논
문은 Accessible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Model for Korean
Libraries, 2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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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은 캐나다의 시각장애인 및 인쇄매체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Print
disabled) 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배경
VISUNET: CANADA 와 같은 초기 형태의 협력사업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시각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알아야 한다. 캐나다
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의 나라임에 비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10개의 도(Province)와 3개의 준 주(Territories)에 흩어져 있다. 공공, 학
교, 대학 도서관들의 관할권은 도와 준 주에 속해있다. 도와 연방 인권법에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권한을 명문화하였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인쇄매체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차
원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러한 권한을 수행할 연방정부의 전
략도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캐나다 국립도서관은 대체자료(점자, 녹음도서
등)의 종합목록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 그룹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CNIB)은 자선기금에 의존하는 민간단체로,
시각장애인 및 인쇄매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캐나다에서 대체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인쇄매체 장애인들에게 점역서비스와 우편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서로 각각 이들 그
룹에 대해 대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합
쳐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손해를 본 것은 시각장애
인과 인쇄매체 장애인들이었다. 그 결과 이들 장애인들은 필요한 정보와 읽
을 책들을 구하기 위해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지역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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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 양쪽을 모두 접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양쪽의 도서관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자료의 질과 자원 면에서 비장애
인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졌다. 한 예로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칼게리 공공
도서관(Calgary Public Library)은 비장애인에게는 2백만 종 이상의 자료
를 제공하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기껏 14,000 종의 대체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장서수로 비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14,000종은 전체 장서의
0.007%에 불과하나 인구수에 비교하면 시각장애인과 인쇄매체장애인은 전
체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처럼 칼게리
공공도서관도 시각장애인과 인쇄매체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다. 칼게리 공공도서관은 대체자료와 컴퓨터 특수보조기기(화면확대,
화면 낭독 등) 및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와 제대
로 훈련된 직원들도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단독으로 또는 장애인을 위
한 국가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이 없는 나라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이들 그룹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다.
장애인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여느 나라처럼 캐
나다도 적정수준의 표준이 되는 서비스를 이들 그룹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자원공유와 협력이 전략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VISUNET: CANADA는 약 1년전 알버트 도 전역에 걸쳐 실시된 협력사업
이다. 캐나다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알버트 도 전체 공공도서관간의 이루어
진 이 협력사업의 첫 시도는 10년 전만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
한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들이 전
제되었다.
1) 지역의 위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상호간의 링크가 될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 캐나다 산업부와 연방 정부는 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된 나라로 만들려는 비전을 갖고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시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지방
과, 벽지, 도시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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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을 소장의 개념에서 접근의 개념으로 도서관서비스와 자원을 정
의하려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
3) 협력사업이 알버트 도에서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최근 이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컨소시엄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의 명칭은
알버트 도서관(The Albert Library, TAL)으로 “기존의 서비스 수준과
도서관간의 벽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누구나 정보와
아이디어에 장애 없이 접근하도록 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중요한 것은 알버트 도서관을 통
해 도 전역에 한 개의 도서관 카드로 200개 이상의 전 도서관 자료를 다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는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한 지역의 자료는 알버트 도서관 네트워크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연결체제의 서비스 모델은 곧 캐
나다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
과 시각장애인과 인쇄매체 장애인들은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협력사업의 정의
VISUNET: CANADA 협력사업은 캐나다 국립시각 장애인 도서관의 주도하
에 이루어졌다. 1996년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알버트 지역의 시각장애인
과 인쇄매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들 장애인들이 비장
애인들과 비교하여 동등하게 정보 접근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알버트 엑세스 프로젝트’라고 한 이 팀은 캐나다국립시각
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의 근본취지를 채택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알 권리’는 캐나다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시민권이다. 캐나다 시각장
애인 및 인쇄매체 장애인들은 그들 동료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금으
로 운영되는 학교, 대학,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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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모든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자원공유는 필
수적이어야 하며 대체형태로 된 자료가 있다면 이들 자료들 또한 시각장애인
과 인쇄매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3) 개인별 요구가 지역 전체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청소년
을 위한 서비스는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층의 시각장애인 서비스와는 구별되
어야 하며, 선택이 주어져야 하며 또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자원이 집
중되어야 한다.
4) 맹인 및 인쇄매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테크
닉의 문제이다. 이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정보에 접근하거나 지식
을 획득하는데 뒤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점자, 대활자본, 오디오, 해설비디오 또는 디지털로 된 대체자료가 필요하다.
5) 맹인 및 인쇄매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때 관련기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기술들은 각 단계마다 즉 디자인/생산/조직 단계마다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미 구축된 것을 개조했을 때 드는 비용과 비
교하면 아주 사소하다.
6) 일반인들에게 문자해독이 중요하듯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해독이
중요하다.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알버트 도서관의 협정체결에 따른
계획수립과 협상과정은 철저하여 협력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과 또 협력에 필
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응답되어
졌다. 알버트 도서관과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는 1999년 10월에 협
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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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내용
VISUNET: CANADA는 캐나다의 맹인 및 인쇄매체 장애인에게 가상공간
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이나, 사무실, 혹은
지역도서관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VISUNET : CANADA 는
지역도서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 VISUCAT : MARC 표준에 따라 개발된 온라인 목록으로 캐나다 국립
시각장애인도서관의 다양한 장서들의 소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목록을
통해 지역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은 자료의 소장여부와 대출 가능한 자료들
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도서관 직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의 이용자 등록이나 이용자 정보파일을 수정/보
완하기도 한다.
2) VISUNEWS : 영어나 불어로 된 FULL TEXT의 캐나다 신문, 잡지,
기타출판물을 컴퓨터나 전화로서 서비스할 수 있게 개발된 것이다.
3) VISUTEXT :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인터넷에 전자형태로 된
도서, 백과사전, 잡지 및 기타 출판물 등을 접근할 수 있게 개발된 서비스로
이용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문서나 전자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또 그
것을 점자로 출력하거나 혹은 소프트 점자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다.
이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지역도서관들이 맹
인과 인쇄매체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이 풍부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정보 접근의 기회 제공이란 이슈에 대해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도서관들이 점점 증가하는 인쇄매체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서비스와
자원 측면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을 본격적으
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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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시행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알버트 도서관의 협력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1) 연수 : 지역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연수프로그램에는 VISUCAT 검색과 이용방법, 소장 자료에 대한 교육이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수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이용자는 도서관 직원들과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어야 하고 또 접근성 이슈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어야 한다.
2) 비장애인과 통합서비스 : 맹인과 인쇄매체 장애인들이 지역도서관을 방
문하여 VISUCAT과 대체자료들을 직/간접으로 접근하는 것이 협력사업의 가
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3) 홍보 : 자료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통해 주어진 자료가 무
엇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사업에 대
해 학교, 지역신문, 도서관 또는 기타장소 등에서 홍보하여야 하며 신규직원
교육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4) 평가 : 협력사업을 실시한 지 채 일년이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
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의 의미
알버트 도서관이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바로 그
날 한 어린 시각장애인 소녀가 지역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실에 들어와 점자
로 된 책 3권을 신청하였다. 그 지역도서관은 그 시각장애인 소녀가 요구한
점자책이 없었다. 그러나 협력사업을 추진한 덕택에 직원은 즉각 VISUCAT
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 다음날로 그 책은 3,500 킬로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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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와 그 어린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
진 일이다. 협력사업이 시행된 후로 알버트 도서관은 늘어난 대체자료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이들 자료 중에는

신간 도서와 시인 셀리의 자서전

및 기술관련 전자책 등 지역도서관 형편에서는 즉시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
이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협력사업을 통해 자원이 확대되면서 한편으로 선택과 서비스의 범위도 넓
어지게 되었다. 이 협력사업은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고객이거나 아니
면 인쇄매체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도 전화, 이 메일 또는 직접 그 지역의 도
서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소장처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들 장애인이 비장애
인과 통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협력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6세의 시각장애인 소녀의 “이제 나도 가족과 함께 동네도서관
에 가서 내 책을 고를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결론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알버트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은 많은 잠
재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및 인쇄매체 장애인들
에게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또 독서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약속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측면에서 보면 글로
벌/전자마을의 자원을 캐내는 잠재 가능성을 확보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또 대체자료의 세계 도서관 비전도 달성토록 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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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주
제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기 조 연 설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화와 혁신
- 개관 60주년, 새로운 도약의 시작 -

신 인 용 1)

1. 시작하며
지난 1999년도 한국과 일본 국립도서관 업무교류회를 계기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낯설지 않으며 국립
국회도서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니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무척 반갑
습니다.
2005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금년
10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책임과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를 받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역동적 환경변화에적응하면서 이룩하였던 변화와
업무혁신, 국민의 정보욕구에부응할 수 있는 기능조정과 고객 중심의 고품질

1)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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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제전문사서제 도입, 500만 장서 달성, 어린이청소
년도서관 설립과 디지털도서관 건립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성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를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자 정책목표를국가지식정보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세계화 추진과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열린 도서관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과 일본 국립도서관업무교류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과 혁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화와 혁신
21세기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급변
하고 있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
과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간 거론되었던 의견과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료수집과 정리업무 외주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매년 10여만 책씩 증가하고 있는 국내발행 자료를 포괄적이고총체적인 수
집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간 직원들이 수행하던 납본을 포함한 자료수집 업
무와 정리업무를 2004년 7월부터 외부단체에 의뢰 추진함으로써 자료수집을
극대화하고, 도서관인은 단순하고 반복적이 기능적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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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자료수집 정리 등 분산된 유관업무를 원싸이클 통합 정리하여 최
대소요일수를 5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으며, 정리량도 30%정도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965년 납본제도 시행 이전에 발행된 자료 수집을 위해 햇살가득
다락방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미소장 자료 발굴수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능혁신과 조직개편
국립중앙도서관 기능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과 독서진흥 정책업무를
이관받은 2004년 11월을 시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으며, 변화된 새로
운

조직과 기구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도서관과 직원 모두가 극적인 협

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은 단계별, 종합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흐름의 관리 중심 조직
형태를 탈피하고, 정보관리와 활용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로 개편하였습니다.
도서관 직제는 관장을 중심으로 기획연수부에 총무과, 도서관정책과, 사서
능력발전과, 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자료관리부에는 자료기획과, 주제정보과,
정책자료과로 개편하였으며, 분관형태로 운영하던 학위논문관 기능을 전환 하
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설립업무를 추진하고, 연속간행물, 자료보
존실, 고전운영실은 사무관 중심으로 각 자료실은 주제전문사서 중심의 팀제
로 전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화와 직무능력향상
21세기 문화 정보시대에 들어와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도서관
인의역할은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탐색전문가, 정보중재자,주제전문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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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획자, 컨텐츠관리자로써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도서관인은 자료선정과정리, 참고봉사, 이용자와 접
촉 뿐만 아니라 도서관경영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문 조사
와 함께 희망주제를 조사하고, 주제문헌 연구분야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
연과학으로 구분, 학문분야의 영역과 특징과 경향 파악을 위한 주제전문사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최대한 희망 주제분야의근거를 두고
전면 배치하였으며, 장서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제전문사서의 업
무지침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획업무 등에 대하여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 전문화 영역을 확대하
고, 업무전담팀 활동의 참여와 제안, 연구보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전문인으로서 양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도서관혁신추진단 구성 운영
도서관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직무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전직원이 참석한 워크샵과 토론회를 수시로 개
최하고 있으며, 각과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 평가함으로써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그 예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36건이 발표되었고 이중 28건은 시행
하고 나머지 7건은 장기과제로 선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비전 확립과 미래 창조를 위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업무혁신방안 공모에 21건이 접수되어, 타당성 검토회의와
평가위원회회의를 거쳐 으뜸상과 버금상을 시상하는 등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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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장서 달성 및 활동 홍보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관 소장량에 비하여 다소 적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역
량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표명을 위해 국내 최초 500만책
장서 달성행사(2004.9.15) 개최하는 자리에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여사께서
참석하심으로서 모두가 도서관 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널
리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국가문헌자료의 수집 및 보존 강화
가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정치,
경제학회 등 90여 개 사이트에서 1일 평균 100건 정도 분야의 웹 문서를 발
굴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디지털자원의 저작권 해결 방안을 관련기관과협
의하여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약 180,000面을 영인하고, 케네디대통령도서관 및 동북아지역의
한국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영인 수집할 계획입니다.
국가문헌의 보존 처리체제 구축 및 장기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적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도서관연맹 자료보존분과(IFLA PAC) 국가센터 지정
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 순환방문 연수 등을 통한 한·중·일 자료보
존 협력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디지털 콘텐츠 확충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 제공.
국가자료종합목록을 국가DB화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행정부 자료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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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데이터 79만건을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에 업로드하며,
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문적 정보가치가 높은 18,111책의원문정보도 국가전
자도서관을 통해 대국민 정보이용서비스에 제공하며, 학술지 기사정보 등 총
12만5천 건의 DB도 구축할 것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원문정보 DB는 대학의 교과과정 기
본학습서(793책 26만9천면)를 음성과 점자형태로 구축, 공공도서관․학교도서
관․대학도서관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특례입학생들이 유용한 정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및 복합문화 정보공간 제공
대민 정보이용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정보 서비스 유형 개발 등 적
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여, 이용자 분석을 통한 계층별 차별화 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신착자료에 대한 목차·목록정보가 배가와 동시에 이용자가 요구한 주제의
정보가 e-mail로 자동서비스 되도록 할 것이며, 고전자료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한 해제집을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여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활동에 일반인들의 참여 독려와 흥미 유발을 위하여 작가와 함
께 여는 책 세상 강좌와 문화탐방을 매월 실시하고, 이 달의 책, 광복60년,
도서관개관60년 전시, 외국대사관의 전시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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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활동참여기회부여 및 전문교육
도서관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직무에 대한효율성 제고
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매월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린 정책토론회는 각과별 현안사항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상 주제를선
정하고 이를 개방적 토론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정책
방향도 제시함으로서 도서관인들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 정책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서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30개 과정과 자원봉사자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할 것이며, 집합교육 참여가 곤란한 직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 주제전문과정 그
리고 도서관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선진 사례연구와 현장 실습
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 할 것 입니다.

- 국제대회 성공적개최, 교류 확대
2006년 8월 20일~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는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2006년 8월 24일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으로써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확신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서울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각국의 국립도서관 교류협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
와 러시아로 확대 추진하고, 나아가 미국의 대학도서관들과도 협력체제를 유
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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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국민독서 운동전개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업무를 이관받은 첫해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2011년까지 750관(인구 6만 명당 1관)을 목표로
63개관 건립을 추진하며, 2006년 5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과1998
년부터 추진해온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도 2008년도 개관을 목표로 금년12
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국민독서진흥운동은 범 정부차원에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독서관련 기
관·단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진흥계
획을 수립하고, 9월 독서의 달을 시점으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 도
서관 등과 함께 전국적인 독서생활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발전과 독서활동 신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숨은 공
로자도 발굴하여 대통령표창 등을 시상함으로써 조그마한 활동의 물결이 커
다란 파도로 이어져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60주년 사업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을 맞아 금년 10월에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상 강화와 제고방안, 국가의 도서관정책연구센터로서의
정립,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국내외도서관 협력강화와 전략을 담은 미
래지향적인 중장기(2006~2011) 비전을 수립하여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함으
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정보기관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 입니다
아울러 10월경에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자료 공
유 기반구축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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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맺는 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과 혁신에 대하여 말씀드렸
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해 있었던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조
직 안정과 기능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위해 협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습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을 필두로 8월에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대회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 여
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국립도서관업무교류회가 밑거름이 되어 협
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립도서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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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 추진에 대하여
1)

이 선 화

1. 시작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밝
게, 바르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키워 내는 일
은 사회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국제도서관연맹 어린이청소년분과는 2003년에
발표한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서비스 지침>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도
서관을 이용하면서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껴야 하며 도서관에서 탐구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차 유능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학위논문관을 개·보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연구자,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관계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기
능을 전환하기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
다. 이번 업무교류에서는 현재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국립국회도서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앞으로 양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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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 배경과 연구활동
2.1 설립배경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양성
지식기반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양성에 좌우된다. 인재양성
은 이해력과 창의력 신장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독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 독서를 통한 이해력과 창의력 신장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어릴 때에는 호기심이
많고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유연하기 때문에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시기이다. 어릴 때 형성된 지능과 사고력·성격·정서 등은 평생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독서는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력
과 정서 발달을 촉진한다. 책을 통해 감동과 기쁨, 슬픔을 느끼며 정서가 풍
부해진다 한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IQ(지능지수)와 더불어
EQ(감성지수)가 조화롭게 발달해야 한다.

- 도서관을 통한 올바른 독서교육의 필요성
올바른 독서교육은 평생교육기관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도서관에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어렸을 때 올바르게 형성된 독서습관은 일생을 통하여 지식함
양과 인격향상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교육이 어린이를 먼저 생
각하는 어린이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이러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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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관의 기능전환 필요성 제기
한편, 2002년 8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2년 12월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와 2003년 6월「국립중앙
도서관의 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등을 통하여 국립디지털도
서관의 건립시 학위논문자료의 매체변화를 예측하면서 학위논문관의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전환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건조성과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2 연구활동 및 추진 내용
1981년 9월 개관 당시 학위논문관 건물은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전면 개보수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관건물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
고 연구자와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 활동 및 사업추
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2004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TF’을 구성, 운영하
고 그 연구성과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영계획’으로 2004년
10월에 발표 하였으며,

2004년 7월, 국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설립에 반영
하고자 ‘순천기적의도서관’ 등 국내 7개 도서관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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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는 일본의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7개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한 후, 이를 설립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영 연구’에 대한 용
역사업도 완료하였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을 위한 학위논문관 개보
수 공사와 주요기능에 대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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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기능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아동 독서진흥 정책 수립·시행
첫째,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책를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한 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
린이청소년도서관 육성방안에 관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정책을 발굴한 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어린이도서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 독서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우수사례를 발
굴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독서체험실의 실제 운영을 통해 독서토론회 및 독서
상담실을 운영하며 역할극, 동화연극 등의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할 것이다.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구·연구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첫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모범운
영사례를 발굴하여 워크샵,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어린이청소년자료의 정리 및 배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도서관 아동전문사서․사서교사․아동문학가· 아동학연구자․아동자료 출
판가를 위한 연구자료를 조사․수집하여 관련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
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자료를 인터넷, 목록집 및 관련 논문 등
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매년 연구자료를 확충할 예정이다.
셋째, 도서관 아동전문사서․사서교사․도서관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어린이도서
관을 운영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독서교실 운영, 스토리텔링지도법, 아동심리, 운영서비
스 프로그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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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한
다. 학습단계에 따른 독서지도 교육방법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대상
별, 주제별 권장도서를 조사․연구하고, 독서 감상문 지도법 및 독서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
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또한 사서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하여 학교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자 한다.

- 장서확충을 통한 대국민 정보이용서비스 활성화
도서관을 구성하는 3요소 중 장서는 그 도서관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
요한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우리 도서관은 현재 본관의 자료보존관에 아동관
련 장서가 보존되어 있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이 개관하면 원칙
적으로 원본을 제외한 복본을 이관하여 이용서비스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도서관의 자료확충은 납본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납본되는 아동자료 이외에 구입과 기증을 활성화하여 아
동서의 장서확충을 하고자 한다. 국내자료 구입은 납본 아동서 이외의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기증은 우선 원로 아동문학가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국외 아동자료의 구입은 주요선진국의 아동문학상 수상 작품 및 유명 아동
작가의 작품, 주요 언어권의 그림책 위주로 우선 선정하고 향후 구입대상국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우수 아동
서를 번역본이 아닌 원본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각국의 민속과 풍속 등을 습
득하게 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출판계와
아동문학가 등에게 외국 아동자료의 출판경향 등을 알 수 있도록 세계각국의
좋은 아동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국내 아동서 구입은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 및 연구자료 등을 인터넷, 권
장도서 및 추천도서 목록 등을 조사하여 구입대상자료를 선정한 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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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2005년 1월 현재 총장서는 452,292책이며 자료
별 장서수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아동서 장서현황> 2005년 1월 현재

-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정보경쟁력 제고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도 어린이도서관보다는 일반도서관 위주
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설립되면 어린이도
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으로
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어린이도서관·공공도서관·문고 등과의 협력,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어린이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사업 내용을 정하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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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국외 어린이도서관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 및 세계유수 어린이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독일․미국의어린이도서관과의 업무교
류를 추진하여 해외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사례 파악과 우리 도서관에의 적용
을 위해 직원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국제아동문학
관․국제어린이도서관․독일의 국제청소년도서관 및 미국의 뉴욕시립도서관 등
을 들 수 있겠다.

- 특성화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첫째, 주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이용자별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자 한다.구연동화(영유아), 독서동아리(어린이) ,독서토론회(청소년),
독서지도(학부모), 주제별 작은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둘째,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대한 홍보 및 보급을 하고
자 한다.즉, 이용대상별로 특성화된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상홍보물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셋째,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시
기별로 개학과 방학, 평일과 주말 프로그램을 각각 특색에 맞게 개발하여 운
영하고자 한다. 즉, 독서캠프,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지도강좌, 작가와의 만남,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이다. 또, 기획전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예
를 들면, 국제도서전시회, 원화전시회, 동화연극, 독서감상화 그리기, 독서감
상문 발표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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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구성·인력 확충
5.1 공간구성
향후 도서관의 기능 변화 및 운영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융통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오픈 스페이스(개방형)로 구성하고자 한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층별 배
치를 다음과 같이 할 예정이다.
1층은 어린이전용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자료실을 배치하여 최근 2년 정도의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며, 도서관
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위치이므로 도서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학령전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실과 이야기방을 꾸며 독서에 대
해 어렸을 때 부터 흥미를 느끼도록 할 것이다. 또 종합정보안내센터를 설치
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서비스지원과 자료검색 컴퓨터를 비치하여 도서관
에 대한 자료검색과 원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층은 국제어린이자료실과 멀티미디어자료실 및 영상음향실로 꾸미고자 한
다. 국제어린이자료실은 외국의 어린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 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 아동자료는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도서관
은 국제어린이자료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데 일조
를 하고자 한다.
멀티미디어자료실은 도서관 소장 비도서자료와 디지털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VTR, LAB, DVD, 인터넷, VOD, 데이터베이스코너 등을
통해 다양한 비도서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음향실은 영상 및 음악 감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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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독서체험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청소년자
료실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권장도서 및 학부모를 위한 교양서적과
자녀교육에 참고가 될 자료를 비치할 것이다. 독서체험공간은 독서상담실, 독
서토론실과 미팅룸 등을 만들어 독서에 대한 상담과 토론뿐만 아니라 직접
몸으로 표현하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화연극, 역할극 등
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또한, 세미나실을 배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관련
연구자와 단체의 워크샵, 토론회 등을 유치하여 서로의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층은 조사․연구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것이다. 아동문
학실은 아동문학에 관련된 연구자료를 비치하여 연구자와 아동문학가들의 연
구와 창작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연구자료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연
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강당은
강연회․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공연 등을 유치하여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대출자료열람실은 5개의 서고에 있는 폐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한다. 서고에는 개가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보존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서비스를 대출자료열람실을 통해 제공할 것
이다

5.2 조직구성과 인력배치
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과 어린이에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사서 인력과 여타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또 따른 전문인력
이 필요하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가대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서
의 주요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으
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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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서직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서비스 대상이
일차적으로 어린이인 점과 또 다른 대상이 어린이와 관련된 연구자, 어린이문
학 창작자, 학부모 등 다양한 그룹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
련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력확충의 기본방침은 국가대표 어린이청소년도
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맞도록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를 확대개편
하고자 추진중이며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 별정직 신설
전문가에 의한 자율적 서비스의 기획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별정직을 신설
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세심하게 배려된 전문가에 의
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적인 방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 그룹과 도서관 인력과의 관계에서 큰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최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전문사서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 권한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되도록 할 것이다.

독서교육, 아동심리, 국제교류 전문가 등을 채용하여 서평 및 서지발간, 어
린이와 청소년의 심리파악을 통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교류협력 등
에 해당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 전산직 신설
디지털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위한 전산직을 신설하고자 한다. 급속
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서관 홈페이
지를 활성화시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도서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지역편중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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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과 영상음향실 운영 등에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자료실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향후 계획
이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의 직제를 개정할 것이다. 즉,
학위논문관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
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 기획연구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
과, 디지털정보과 등 5개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6.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첫째,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서울특별
시립어린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구로구의 어린이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영역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함께, 2003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들이 이 범주
에 속한다.
둘째,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서비스가 있는 어린이실이
다.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역사회에 밀착
한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린이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IFLA에서
도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현재 어린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도 학교에는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가장 낙후된 관종이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단체들도 적
극 나서고 있으나 도서관 설립 이후 본격적인 운영을 맡을 전담인력(사서교
사 등) 배치가 뒤따르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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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앞으로 예산을 크게 확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각종 사립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문고가 있다. 이
들은 민간차원에서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
고, 부침도 심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00년 전후로
민간부문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전국에 100여개
정도의 작은어린이도서관이 운영중이고 현재도 계속적인 증가추세이다

7. 마치며 - 미래의 꿈나무를 생각하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제 몫을 다하기까지에는 부
모를 비롯한 가족, 사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직접체험을 통하여 습득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
기에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독서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렇듯 중요한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설립붐이 일어나 경기도를 비롯한 지
방자치단체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독서에 대
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작은어린이도서관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
응에 부응하고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0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을 준비중이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을 준비 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또한 어린이도서
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체직원교육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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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서비스를 연구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정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의 개관
전 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우수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사
례 및 아동서비스를 현장체험 및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습득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과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를 통해 어린이
서비스의 노하우를 배우는 한편, 국제적인 어린이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세계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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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새로운 시대의 국립국회도서관
1)

도자와 이쿠코(戶澤幾子)

1. 머릿말
저는 작년 10월에 실시된 제8회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
관의 업무교류에서, 국제어린이도서관, 관서관(關西館)을 비롯하여 우리도서
관이 21세기 초에 실시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서는 대규모 시설의 정비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향한 서비스 재구축
이 작년 10월 동경 본관을 신장개관한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안정적 서비스
의 실시와 더불어 다음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4년 12월 납본제도심의회의 답신으로네트
워크계 전자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제도의 방향에 대하여를, 과학기술관계 자
료정비심의회로부터는전자정보 환경하에서 국립국회도서관의 과학기술정보
정비에 관한 제언을, 또 2005년 3월에는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 답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답신이나 제언은 향후 우
리 도서관의 사업을 검토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심의 결과들입
니다.
이번 저의 보고에서는 지난 번 보고에 이어서,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시 신장개관 직후였던 동경 본관의 상황 및 활동평가제도에 대하여 보고드

1)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사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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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정보수집의 제도화 검토를 비롯한 전자정보에
대한 사업, 정보화시대의 도서관 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울러,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교류 I>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새로운 이용자서비스에 대하여
2.1 신장개관 후의 동경 본관 이용상황
- 소장자료 제공 및 내비게이션 기능의 강화
동경 본관의 신장개관에서는 이용제도의 개선, 시스템 도입에 의한 서비스
의 효율화, 전문실의 재편성으로 동경 본관 내관이용자의 이용기회를 대폭 확
대하여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래 주5일제였던 개관일을 주6일제로 하고 1일 개관시간을 2시간 연장한
개관일 개관시간의 확대에 따라, 2004년 10월~2005년 3월의 총 내관자수
는 약 186,000명이 되었으며, 1년전 같은 시기(2003년 10월~2004년 3월)
의 이용자수가 약 166,500명인데 비하여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1
일간의 이용자 동태를 보면 이용자의 입관시각, 자료청구시간이 평준화됨에
따라 자료이용환경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연장한 17시 이후의
도서관 이용자는 1일 입관자의 30%를 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도서
관에서는 참고자료 이외의 대부분의 자료가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서고자
료의 대출책수는 도서와 잡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화라는 점에서는 동경 본관 이용시스템을 일신하여 입관부
터 자료의 검색, 청구, 자료이용, 퇴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흐름을 시스
템화하여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NDL-OPAC에서 서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문실 자료를 포함한 자료이용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용자등록이 증가하여 도서관을 반복해서 이용하는등
록이용자가 내관이용자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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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은 2002년의 관서관 설립을 계기로 동경 본관, 관서관, 국제어
린이도서관의 세 시설이 연계하여 일체화된 서비스제공 체제를 정비하고 대
폭적인 업무 외주를 실시했습니다. 문헌제공기능에 대응하여 자료를 재배치하
고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원격이용서비스가 보다 더 확충되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디에서든지 문헌제공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경 본관이 신장개관함으로써 세 도서관에서 새로
운 관내 이용체제가 정비되어 내관이용 서비스 면에서도 대폭적인 서비스 개
선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른에서 이린이까지 국립국회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 활동평가와 이용자 서비스에 대하여
-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번 업무교류에서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의 책정과 활동평가제
도의 도입에 대하여 그 지향목표와 조직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관의 활동평가제도는 행정기관에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전체적 흐름 속
에서 국가조직으로서의 활동․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할 목적으로 2004년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설
정한 목표․기준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
었으나, 2005년 5월에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서비스기준평가에서는 서비스를 원격이용서비스와 동경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각각의 관내이용 서비스로 구분하고, 전체 18항목에 대하
여 기준내용과 기준치를 설정하여 실적치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7
항목은 기준을 달성했으나 1항목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
준에 달성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
해서는 업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업무의 재검토 대상
이 된 것은 문서 레퍼런스 서비스의 처리일수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한편, 2003년도부터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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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원격이용서비
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홈페이지상에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복사물 제공에 소요되는 날짜를 단축해 달라는 것 등
에 대하여 개선을 요망하는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의 분석결과
등에 따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선정된 것은 중점적으로 연구해
야 할 과제 및 목표로 설정하여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거쳐, 필요한 업무를 재검토하고 2005년도의중점목
표와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전년도 평가와 아울러 조만간에 공표할 예정
입니다.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이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는 사이클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전자정보 사업 추진
3.1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에 대한 사업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도서관이 다루는 자료, 정보의 범위, 제공하는 서
비스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는 점에서, 우리 도서관에서는비전 2004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영역의
하나로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전자도서
관 서비스 사업은 관서관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전개해
왔는데, 작년 2월에는 향후 몇 년간의 중기적인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방향과
그 실현에 필요한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를 책
정했습니다.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가 지향하는 바는, (1) 디지털 아카
이브의 구축, (2)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의 충실, (3) 디지털 아카이브의 포탈
기능의 3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중기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 기획프로젝트팀
을 조직하였으며, 업무․시스템 구축의 전체적인 개요를 검토하고 디지털 아카
이브의 포탈 사이트에 대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관내에서 시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만간에 외부의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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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웹사이트에 대한 망라적 수집, 축적 및
보존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웹사이트를 로봇으로 자동수집한
조사결과는 일본의 인터넷정보를 제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수집, 축적, 보
존의 실현가능성과 방법을 검토할 때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
되는 바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에는 전자정보 보존과 관계되는 조사연구
를 실시했으며, 그 성과는 향후 보존 시스템 및 전자서고를 구축할 때에 활용
될 것입니다.

3.2 인터넷정보의 수집이용에
․
관한 제도화 추진
- 도서관자료 수집대상의 확대 중기계획을 구체화할 때 전제가 되는 전자정보에 대한 과제로 인터넷정보
의 수집․이용에 관한 제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종래 출판물의
형태로 유통되던 정보가 디지털정보로 유통되며, 또 전자형태만으로 생성되는
소위 본 디지털(born digital)정보도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는 인류의 지적활동의 소산을 기록하여 공포, 유통시키는 중요한 매체임
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은 보존 축적되는 일 없이 단기간에 소실되고 있습
니다. 우리 도서관은 국회에 대한 봉사의 책무를 다하며 또 문화재를 축적하
여 현재 및 장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정보를 제도적으로 수집하
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제
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수집의 경우, 패키지계(=오프라인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납본대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전
자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의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하여 2002년 3월 납본제도
심의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납본제도심의회에서는 1년 9개월간의 조사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답신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답신에 따라네트워크
계(=온라인계) 전자출판물을 수집할 때 내용에 따른 선별을 하지 않으며,
국민의 언론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배려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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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의 골격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는 위와 같이
답신에 제시된 골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인터넷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을 제도화하고 그 제도에 근거를 둔 운용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제도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장은, 공용(公用)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문화재 축적 및 그 이용에 이바
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발신된 인터넷정보를 자동수집 또는 발신자
로부터 송신을 받아 수집할 수 있다.
․ 인터넷정보의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발신자는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인
터넷정보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집된 당해 인터넷정보의 소거를 요
청할 수 있다.
․ 수집된 인터넷정보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시설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에 제공한다.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 수집된 인터넷정보의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발신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
제공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수집된 인터넷 정보에 인권침해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상정하
여 이용제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한다.

한편, 인터넷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제도화에는 인터넷정보가 내포하는 여
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의 시도이므로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이해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 과제 등 많은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여 출판관계 단체, 저작권
관계 단체 등의 유관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집할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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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시대의 도서관협력
4.1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협력
우리 도서관은 국립 도서관으로서 국내외 각종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동시에 도서관, 관계기관과의 상호연계 협력하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협력 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업무운영상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인재육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우리도서관에서는 관서관 설립을 계기로 협력사업은 세 도서관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편된 협력사업은 다음에 말씀드릴 협
력사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서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교류사업,
그리고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학 분야에 관한 정보발신과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IFLA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계단체와의 협
력을 중시하고 아울러 각국의 도서관 등과 정보자원의 공유, 전자정보 사업
추진, 인재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와 활동에 대하여 연계, 협력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소장자료의 수집에 대해서 미국 메릴랜
드대학과 공동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전자정보에 관한
과제를 협력 연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과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우리 도서관은 IFLA/PAC 아시아지역센터로서 자료보존에 관한 정보
제공, 연수생의 교육훈련 등을 국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에 귀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보존 심포지움은 우리 도서관으로서도 자료보존
의 구체적인 국제협력활동으로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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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립도서관으로서의 협력사업 추진
- 자료정보제공의 확충과 협력
정보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네트워크상에서 도서관 서비스가 진전되는 현시
대에 도서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관한 정보
의 공유화,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보자원의 공
유화, 조직화면에서 국립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국립국회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사업
국립국회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사업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
고 있습니다. 이 종합목록 네트워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자원정
보의 공유화, 서지서비스의 표준화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현(縣)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인 도서관 상호대차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참가관이 데이터를 우리 도서관에 송부하면 기계적으
로 데이터를 서지동정․통합하는 구조로 운용되며 우리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서관과 도도부현립(都道府
縣立)도서관 및 정령(政令)지정도시립도서관2) 50관(합계 51관)의 서지데이
터 약 790만 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국의 공공도서
관간 네트워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목록은 1998년에 운용 개시된 이래 도서관의 상호대차 도구로 참
가관 사이에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12월에는 인터넷상
에 검색기능을 공개하여 일반인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사업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사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
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의 사례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2)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로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에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오사카시, 교토시 등 12
개 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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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도서관 업무 및 일반인들의 정보검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실험사업으로 착수하여 사례조사, 시스템
개발, 검증 등을 실시하여, 사업 참가관의 참여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본격
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현재, 참가관은 238개관, 등록
데이터는 14,232 건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매일 이용자로부터 자료와 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
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레퍼런스 서비스의 회답으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찾는 정보는 다방면에 걸쳐 고도화되고 있으며 참고사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언)에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개개의
도서관에서 각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종을 초월하여 취
급하는 분야, 규모 등이 다른 다양한 도서관의 레퍼런스 사례를 대량으로 축
적하는 이 협동작업에 의하여, 도서관계 전체로서는 레퍼런스의 품질을 확보
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서관인에 대한 교육효과 등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
진으로 장차 일반 공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본 데이터베이
스의 내용은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퍼런스 업무의 시스
템화는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레퍼런스 업무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정보발신형
의 서비스를 전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서관과의 협력, 협동작업의 성과는 정보제공자로서 도서관 이용가치의 향
상, 보다 확충된 기능발휘와도 연결된다고 사료됩니다.

5. 맺음말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설 정비와 조직 재편으
로 서비스를 재구축하는 대대적인 사업의 일단락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
고, 그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 시대에 우리들에게 부과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운영,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의 틀을 만들었습
니다. 이 조직의 틀은 우리 도서관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며, 국민의 이해, 요청에 부응하여 거듭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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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를
공유하여 자기자신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업무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서관을 둘러싼 어려운 사회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
서는 업무체제를 합리화시킴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외주사업을 추진하
여 직원은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고도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
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이 변화하여 직원의 관리능력이나 고
도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발전에 대응한 기술과 능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인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할 필
요가 있으며, 따라서인재육성의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진전, 사회상황의 변화는 도서관계에 여러 가지 공통의 과제를 초
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보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보장한다는 국립 도서관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계기
관 상호간의 연계가 한층 더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관계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력 연계함으로써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IFLA 서울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IFLA 대회
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1999년에 개최된 태국 방콕대회 이래 처음입
니다. 귀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이며 당관과 귀관 사이에는 본 업무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가 있으므로 서울대회 개최시에도 가능한 한 많은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연계, 협력관계가 더욱 요청되는 가운데, 귀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의미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빌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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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의 책정
1)

가네바코 히데토시(金箱秀俊)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2000년 1월에 일본에서는 최초로 국
립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 탄생하였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동경 우에노(上
野)공원 안에 있는 국립국회도서관 지부 우에노도서관 건물을 개수한 뒤
2000년 5월 5일에 제1기 개관을 하였으며, 2002년 5월 5일에는 전면적으
로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제1기 개관으로부터 5년, 제2기 전면개관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 국
제어린이도서관은 설치할 당시에 표방했던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로서의 기능
과 서비스의 확충 및 발전을 지향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전반에
는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제를 정리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직 검토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단계이기는 하나,국제어린이도서
관 제3기 기본계획책정의 배경, 외부 식자층으로 구성된국제어린이도서
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 답신의 개요 및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제3기 계획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본 발표자는
이 자리를 빌어 보고하고자 한다.

1)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 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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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탄생 경위
1.1 1996년도에 책정한국제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의 지향목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1994년 7월 당시 지부 우에노도서관에 관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동서 및 관련자료에 근거한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과 국가 차원의 아동서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뜨거운 요망이 있었다. 그러던 중 법의 개
정을 계기로 국립국회도서관은 지부 우에노도서관의 장래계획의 일환으로아
동서의 도서관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5년 7월에는 외부의 식자층
으로 구성된국립국회도서관에 설치할 아동서 등의 이용 관련시설에 관한
조사회를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지부 우에노도서관에 설치할 것과 그 기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같은 해 11월 당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인 구
리하라 히토시(栗原均) 조사회장은 당시 오가타 신이치로(緖方信一郞) 국립
국회도서관장 앞으로 답신을 제출하였다.
이 답신에는 ①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를 지부 우에노도서관에 설치할 것,
②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수집할 국내외 아동서 및
관련자료를 폭넓게 관장할 것, ③ 아동서 및 어린이 독서와 문화에 관련되는
연구․자료센터 기능을 수행할 것, ④ 제일선의 현장에서 아동서비스를 지원하
는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⑤ 국립 시설이므로 제일선의
도서관과는 다르지만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상할 것, ⑥ 내
셔널 센터로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힘쓸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답신을 받은 국립국회도서관은 1996년 5월아동서센터(가칭) 기본계
획을 책정하였다. 그 후, 1997년 1월에 시설의 명칭을국제어린이도서관
으로 명명하고, 계획의 명칭을국제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으로 개칭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 준비실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을 구체
화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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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의 제일선에 있
는 도서관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한 조사․연구를 지
원하는 내셔널 센터 기능을 실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설정되었다. 기본
적 역할로서는 다음의 4가지 역할을 정하였다. 즉, ① 연구자, 교육관계자, 출
판인, 부모 등의 아동서와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청구
센터, ② 제일선에 있는 도서관의 아동서비스에 대한 지원, ③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의 국제교류, 어린이들의 이문화(異文
化) 이해에 기여, ④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로서아동서의 전자도서관 시스
템과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정보의 제공과 함께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의 제공이 그것이다.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로서, ① 국내외 아동서 및 관련자
료의 수집과 보존, ②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③ 위의 ①,②의 정보자원 제공, ④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연구
프로젝트,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를 하기로 하였다.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실시하여 2000년도에 약 2,000㎥ 규모로
제1기 개관을 하고, 2002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6,000㎥ 규모로 전
면적인 개관을 하기로 하였다. 조직 또한 점차 확충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
였다.

2. 달성한 과제, 남겨진 과제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과제
현재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서비스는 앞에서 발표한
사토(佐藤) 아동서비스 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은 상황이다. 1996년에 작성한
국제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에 기술된 4개의 기본적 역할은 상당히 많이
실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협소한 건물 공간과 구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없다는 문제 외에도 아직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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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사업 실시도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발판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은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의 제
일선에 있는 공공도서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책과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내셔널 센터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
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2004년 9월 외부의 식자층
으로 구성된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를 설
치하였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 조사회에 장래의 국제어린이도서관 서비
스의 확충과 그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2005년 3월에 그 답신결과
를 받았다.

2.1 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에 대한
자문과 답신
2.1.1자문의 문제의식
국립국회도서관이 자문을 구할 때에 염두에 둔 것은 국제어린이도서관이
내셔널 센터로서 지향해야 할 장래 비전 즉, 향후 업무전개의 방향성과 그것
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설 정비를 비롯한 물리적 조건의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였다.
원래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은 구 지부 우에노도서관 건물을 개수한 것
으로 공간 확대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또 개수시에는 서비스 공간의 확
보를 우선시하여, 지진대비 설비공사도 필요했기 때문에 서고, 사무실, 연수
실, 회의실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으며, 연수사업 등 예정되어 있던 사
업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설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서고의
소장능력이다. 현행 서고의 소장능력은 40만 책 규모이며, 2012년 전후에는
서가가 꽉 차게 되므로 서둘러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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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개관으로부터 4년, 전면 개관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년에 자문을
구한 시점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고 있었으며, 어린이와 독서를 둘러싼 상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국제어린
이도서관 사업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립국회도서관이 조사회에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로서 향후 확충, 발전시켜야 할 도서관봉사의 방향성에
대하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무렵에는 앞으로의 사업전개와 시설 확충이
일체화된 도서관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2.1.2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 답신의 개요
이 자문에 대하여, 다케우치 사토루(竹內悊)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을 회장
으로 하는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는 14명의
위원이 3회의 조사회와 4회의 워킹그룹을 소집하여 활발한 토의를 거듭하였
다. 그 결과, 2005년 3월 16일에는 구로사와 다카오(黑澤隆雄) 국립국회도
서관장 앞으로국제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봉사 확충에 관한 조사회 답신
이 제출되었다.
답신의 골자는, 개관 이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1)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장차 확충, 발전시켜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 (3) 국
제어린이도서관에 기대되는 역할로서 ①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②
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 ③ 뮤지엄 기능의 전개, (4) 전자적
인 정보발신과 연계․협력, (5) 업무체제와 시설의 확충정비라는 다섯 개의 항
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사회 답신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정보화, 저출산으로 인한 소자화(少子化)와 핵가족화 등과 같은 어린이를
둘러싼 커다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과 독서가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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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르는 데 미치는 기능과 의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2001년에 제정
된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그 후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2004년에 제출된 문화심의회의 답신장래의 시대에 요구되는 국어력에 대
하여등에서도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둘러싼 급속하면서도 커다란 사회환경의 변
화에 대응하여,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20년 정도의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를 확충,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2) 장차 확충, 발전시켜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고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어린이와 책의 교류
의 장, 뮤지엄 기능의 전개,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다음의 (가)~(마)를
확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3) 국제어린이도서관에 기대되는 역할
①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어른에 대한 서비스)
(가) 자료․정보센터 기능의 고도화
정보제공기능을 격조높게 고도화한 대열람실을 신설하여 그 기반이
되어야 할 장서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하고, 아울러 향후 5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100만 책 규모의 장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서고를
증설한다.
(나) 조사연구기능의 추진
자료조사, 어린이와 독서에 대한 조사연구 등 도서관서비스 현장에
환원될 수 있는 조사연구를 기획하여 실시한다. 시설을 정비하고
국내외의 수탁연구원이나 연수생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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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새로운 역할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그 후의 환경변화에 따라
어린이 독서를 촉진하는 사업추진이나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
어린이와 책을 연결해 주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서비스에 종
사하는 도서관인 등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수, 전문강좌,
워크숍 등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노력한다. 또 어린이 책이나 독서
와 관련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환과 교류의 장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제공한다.
② 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라) 읽기뿐만 아니라 조사하기를 서비스의 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한다.
옛날이야기 등을 전승하여 세계 각국 및 자기나라를 이해하고, 자
기 삶의 터전인 지구와 자연을 알며, 풍요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각 연령에
맞는 서비스에 유념하여읽기뿐만 아니라 조사하기도 서비스
의 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한다.조사하기의 주된 테마는 국제이해
와 과학분야로 설정한다.
③ 뮤지엄 기능의 전개
(마) 전시를 중심으로 한 뮤지엄 기능을 새로이 세 번째 축으로 설정한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자원을 다양한 테마로 편집하여 입체적
으로 보여주는 전시는 자료수집이나 조사연구 등의 성과를 책과의
만남으로 이어주는 종합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아동서 전문도서관,
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이라는 기능외에 뮤지엄 기능을 세 번째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게 한다. 뮤지엄 사업을 전개하는 장으로서는
현재의 국제어린이도서관 건물이 적절하다. 또 도서관 방문자를 위
한 전시에 그치지 말고 전자전시도 확충하고 아울러 공공도서관 등
을 대상으로 전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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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적인 정보발신과 연계․협력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어린이와 책의 교류의 장, 뮤지엄 기능의
전개라는 서비스의 세 축을 서포트하는 공통의 기반으로, 전자적인 기반정비
와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들 수 있다.
전자적인 기반정비로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기능을 내실있게
만드는 일 외에, 그 활동내용을 널리 홍보․발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및 디지털 뮤지엄을 내실화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 책과 독서와 관련되는 도서관 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은 일본
전체의 아동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어린이도서관 업무의
확충․발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문
화의 영역에서 국제적인 공헌이 기대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어린이 책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다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커다란 공헌이
될 것이다.

(5) 업무체제의 정비와 시설의 확충 정비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장래에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완
수하려면 업무운영의 효율화에 유의하면서 업무를 서포트하는 체제의 정비도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경험과 능력을 결집시켜야 함을 물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내셔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장
래 자료 증가를 고려한 100만 책 규모의 소장능력을 갖는 서고와 서비스 공
간, 사무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업무를 서포트하는 환경과 조건 정비가
필수적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은 백년 전통을 계승하고 동시에 일본의
첨단기술을 구사하여, 자연 환경을 배려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시설로 만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설할 시설은 우에노의 문화 구역(존)에 위치하는 현재의 국제어린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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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인접하고 일체화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에노공원 내의 국립국회
도서관 부지에 ‘신관’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
증설될 신관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만 책 규모의 서고를 설치하고 아
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어른에 대한 서비스)은 신관에 집약할 예정이다.
현행 시설(본관)은 역사적 건축물의 매력을 활용하여 어른은 물론 어린이
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책의 뮤지엄 기능을 전개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의 지향목표
3.1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국제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확충과 그 방향성에 관한 조사회 답신’에
따라 앞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
다. 그 첫 걸음으로서 적어도 향후 20년 정도 앞을 내다본 ‘국제어린이도서
관 제3기 기본계획’ 작성이 요망된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제3기에서 실현해
야 할 기능, 서비스의 전체상을 명확히 밝힌 뒤에 그것들을 실현할 시설, 조
직의 구체적 이미지와 실현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은 국제어린이도서관내에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
기 기본계획’ 책정팀을 조직하여 2005년 전반기에 매듭을 짓기 위하여 목
하 한창 활동 중이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과 그것을 실현할 시설을 건설할 때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3.2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의 개요
제3기 기본계획은 현재 작성중이며 확정적인 것은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정하고 있다.
우선, 제3기 계획의 책정에서는 향후 2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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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상정하여 새로이 증설할 시설의 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또 서고는
50년 정도 앞을 내다본 규모로 구상한다.
제3기 계획에서 강화․확충할 주된 기능은 ‘답신’에서 ‘국제어린이도서관
에 기대되는 역할’에 명시된 자료․정보 센터 기능의 고도화 등 다섯 가지 기
능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그 기능들을 검토한 뒤에 그밖에도 우선순위를
매겨 실현해 나갈 항목도 생길 것이다. 기본계획 책정 후에 각각의 기능에 관
하여 더욱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은 현재의 국제어린이도서관 서
쪽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의 국제어린이도서관과 일체화하여 운영할 예정
이다.
증설할 시설은 현단계에서는 ‘신관’이라 임시로 명명하고, 어른에 대한
서비스, 자료제공 및 연구․연수․협력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관에
는 대규모의 종합열람실과 100만 책 규모의 서고를 설치한다. 또한, 연수기
능을 서포트하기 위한 각종 연수실, 아동도서 관계자가 이용하게 될 홀, 회의
실, 각종 작업공간, 사무공간 등을 배치한다. 신관은 최신 전자통신기술을 활
용한 인텔리전트 기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한다.
현재의 국제어린이도서관 건물은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매력을 활용하여 뮤
지엄 기능을 전개하는 시설로 만든다. 사무기능, 연구기능이 신관으로 이전함
에 따라 비어 있는 공간은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현재의 시설은 신관 완성 뒤에 새로운 사용목적에 적합하
도록 서고를 포함하여 개수에 필요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요청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인
재의 확보, 전문성 육성 등 업무와 조직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 나
갈 것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제3기 계획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섰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의 스케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2012년도 전후에
현재의 서고가 꽉 차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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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새로운 시설의 완성으로 인계를 받고, 2013년도 초에는 새 시설로의
이전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의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은 2005년 중반 무렵을 목표로 ‘국제어린이도
서관 제3기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서비스와 시설의 기본적 내용을 확정하
고 동시에 2006년도 예산에 건설계획 책정을 위한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
황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정당
국과의 절충을 포함한 앞으로의 과제이며, 2006년도 예산에서 조사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3.3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계획의 의의와 결론
향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바람직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셔널 센터로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존재 의의는 한층
더 확고해질 것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앞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 제3기 기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의 책정을 비롯한 사업 추진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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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의 의의를 중심으로 -

1)

佐藤 尙子(사토 나오코)

본고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개관하고 국제어린이도서관
이 어린이에게 실시하는 직접서비스의 배경과 특징 및 그 의의를 보고한다.

1. 국제어린이도서관의 현황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18세 이하를 주된 이용자로 상정된
도서 및 그 외의 도서관 자료에 관한 도서관봉사를 국제적인 협력 하에 제공
하는 지부도서관으로’(국립국회도서관법 22조 1항) 설치되었으며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일선으로 하는 국내외 도서관과 연계ᆞ협력
하며 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도서와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ᆞ연
구를 지원하는 내셔널 센터로서 기능하는 일.
②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관 및 책의 세계와 친해지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

1) 국제어린이도서관 아동서비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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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다음에 기술되어 있
는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하고 있다. (1)~(3)은 도서관에 내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며 2004년도 내관자수는 143,530명이다. 그 중에서 어
린이(중학생이하)는 21,819명이다.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건물에 대한 관
심은 개관 당초보다 높아, 정기투어 외에도 예약을 받아 각 단체의 희망에 따
라 직원이 1시간반 정도 안내하는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별지> 2004년도 국제어린이도서관 서비스 통계 1. 내관자 2. 견학자 통
계 참조

(1) 자료ᆞ정보센터로서의 서비스 (어른에 대한 서비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한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된
국내간행 아동도서(2002년도 이후 간행된 학교교과서도 포함함) 약 19만
책, 아동잡지 약 900지 외에 외국의 아동도서 약 4만 책, 국내외 아동서 관
련 잡지 약 800종을 소장하여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별지> 2004년도 소장 통계 참조

① 열람 서비스
아동서ᆞ아동문학 연구자를 위하여 두 개의 자료실(이용은 만18세 이상)을
설치하고 있다.
제1자료실에는 일본어로 된 아동서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그 해에 입수한
일본의 아동도서, 현행 학교교과서 및 아시아 각국(약 30개국)에서 간행된
그림책 및 도서를 약 3만 책 개가하고 있다.
제2자료실에는 아시아 이외의 외국(약 70개국)에서 간행된 그림책 및 도
서, 외국어로 된 아동서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약 2만 책을 개가하고 있다.
기계가독자료 등의 자료열람용 기기 및 확대 독서기도 비치하였다. 양 자료실
에서는 자료신청을 하면 서고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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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퍼런스 서비스
아동서ᆞ아동문학연구, 아동도서관 활동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소장조
사, 서지사항 조사, 간략한 사실 조사 및 문헌소개를 하고 있다. 직접 방문한
경우는 자료실에서, 문서상으로는 가까운 도서관을 경유하여 우송ᆞ팩스로 접
수하고 있다.

③ 복사 서비스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서관 소장자료의 복사(유료)를 내관(후일
우송에 의해 자료를 받는 제도도 있음) 및 우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서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국의 이용자(만 18세 이상)에게 서
비스를 하고 있다.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ᆞ레퍼런스 및 복사서비스 - 위와 같음
ᆞ도서관간 대출 - 도서관간 대출제도에 가입한 도서관내에서 우리 도서관
의 자료(제한자료도 있음)를 열람할 수 있다.

(2)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제2장에서 상술한다.

(3) 전시회 등의 개최
어린이가 책과 만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의 하나로 전시회에 주력해
왔다. 책의 뮤지엄(3층)에서는 다양한 아동서에 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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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갤러리토크나 전시회관련 강연회를 홀(3층)에서 개최함으로써 전
시회의 취지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강연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와 책과 독서 - 21세기 어린이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2000년), ‘옛날이야기에서 소설까지’(2002년), ‘국제 안데르센상의
궤적’(2003년) 등을 개최하였다.

(4) 전자도서관 서비스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기능은 서지정보 및 1차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아래의 ①~③)와 전자전시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뮤지엄(아
래의 ④)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아동서 종합목록
국내의 희귀 아동서의 서지ᆞ소재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오사카(大阪)국제아동문학관, 가나가와(神奈川)근대문학관, 산코(三康)문
화연구소 부속 산코도서관, 일본근대문학관, 바이카(梅花)여자대학도서관 및
동경도립도서관의 6개 기관이 참가하여 관내이용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2004년도말 현재 단행본 도서 415,461 건, 연속간행물 6,966 건의 서지
및 소장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요ᆞ해제, 수상정보 등을 부가하여
내실있는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을 돕는다. 1996년 이전의
데이터는 작년에 입력이 완료되었다.

② 외국어로 번역 간행된 일본의 아동서 정보
일본 국제아동도서평의회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일본의 아동도서 199
8』수록 데이터의 제공) 및 출판사 등 (신규 번역 출판정보의 제공)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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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외국어로 번역된 일본의 아동서에 관한 출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자료실의 신착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③ 아동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동서의 일부(주로 1950년 이전 간
행)를 디지털 화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④ ‘그림책 갤러리’
귀중한 그림책의 화상을 편집한 것으로 관내의 미디어교류코너(3층) 및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그림책은 무대 - 19세기 영국의 세 작가
에 의한 이야기와 동화, 시의 세계’, ‘어린이 나라 1920년대 일본 어린이를
관찰한 화가의 시선’, ‘유겐트슈틸과 그림책 화가들’의 세 가지가 있다.

(5) 도서관협력ᆞ연수
① 국제어린이도서관 연락회의
관련기관과 연계ᆞ협력하기 위하여 국내의 16개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어린
이도서관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상황 및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우리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② 학교도서관 세트대출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진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학교도서관에 세트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
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세계 각국ᆞ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소개하는 자료와 그 나
라의 아동서(원서 포함) 등 약 40책을 한 세트로 구성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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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트가 1개월이며, 반납 비용(우송료)만 학교도서관에서 부담한다.
현재 ‘한국 세트’, ‘북유럽 세트’, ‘세계를 아는 세트’, ‘캐나다ᆞ미국
세트’, ‘아시아 세트(중국ᆞ동남아시아)’(2006년 1월부터 대출 예정)가 있다.

③ 아동문학 연속강좌 개최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서 아동서비스에 종사하는 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과
폭넓은 지식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수집한 국내외 아
동서 및 관련서를 활용한 아동문학 연속강좌(3일간)를 2004년도부터 개시하
였다. 2004년도에는 아동문학 중에서도 국내외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된 ‘판
타지’를 테마로 선정하였다.

④ 연수생의 수용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업무 및 아동서비스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연간 두 명 정도의 연수생을 받고 있다. 2004년에는 프랑스의
연수생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⑤ 인재육성
•외부연수
외부의 아동도서관 직원과의 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전국의 제일선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어린이도서
관의 기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이 외부의 연수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아동도서관 서비스의 실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인사교류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등의 공
공도서관, 재단법인 동경어린이도서관 등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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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아동서비스 실시의
배경ᆞ특징 및 의의
제1장에서 기술한 서비스 외에도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직접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아동서비스에 관해 그
경위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고자 한다.

(1) 어린이 독서를 둘러싼 움직임
당해 시설이 아동서 도서관으로 방향이 정해진 1994년말 경, ‘어린이가
독서와 멀어지는 현상’을 우려한 정계와 민간의 활동이 확산되면서, 국립국
회도서관에도 ‘국립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요망이 연이어 제출되었
다. 어린이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은 신문지상을 포함한 폭넓은 장에서
전개되었다. 여러 검토과제 중에서 관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직접서비스에 관
한 토론은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토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일선의 도서관직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수ᆞ연구
의 장으로서도 아동서비스의 현장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모범이 될 만한
아동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②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어린이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이다.
③ 직접서비스를 하면 여기에 직원과 예산이 집중되어 본래의 자료ᆞ정보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당초 관내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아동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정적인 서비스에 머무를 것을 전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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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제일선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활성
화시키는 일과 전국의 어린이가 평등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내관형 서비스로 전자도서관 기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각지의 도서
관 및 학교에서 어린이가 본시설이 보유한 자료ᆞ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로는 독서의 재미 및 가까운 도서관의
세계와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어린이와 책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전시,
각종 이벤트의 기획ᆞ실시 및 견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서 센
터』(가칭) 기본계획」1996년 5월)
그러나 계속되는 검토 과정에서 직접서비스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국제이해
와 이문화 이해에 기여할 것을 역할에 추가로 덧붙였다. 그 결과, 당초 가칭
으로 사용했던 ‘아동서 센터’라는 명칭이 변경되어 1997년 1월 ‘국제어
린이도서관’의 준비실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아동서비스의 ‘모델’ 기능을 포함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제1기 개관에 있어서의 아동서비스
제1기 개관 시에는 기획협력과와 자료정보과의 2과 체제 중 자료정보과에
자료정보계와 아동서비스계가 설치되었다. 아동서비스계가 담당하는 서비스는
① 전시, ② 아동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한 행사, ③ 뮤지엄 및 어린이방의 관
리 경영, ④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참관 및 견학이었다. 공사가 끝난 쇼와(昭
和)시대 부분건물의 4층에 ‘어린이의 방’을 설치하고(현재는 워크룸으로 사
용), 3천책 정도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개가하여 2000년 5월부터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그림책 갤러
리’를 제공하고 홀에서는 2년간 합계 8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서비스는 부분개관이라는 시설의 제약도 있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지
만, 다행히 호의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전면개관에 임하여 실시한 아동
서비스로 귀중한 경험을 쌓았던 2년이었지만, 직원이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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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커다란 과제로 남았다. 이 과제에 대
처하기 위하여 채택한 두 가지 방법은 외부의 아동서비스 전문가를 도입하는
일과 직원을 외부연수에 파견하는 일이다.
전자는 동경도립도서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아동서비스 전문가를 3년동안
직원으로 받아들였다. 아동서비스의 기본은 ‘책을 알고, 어린이를 알며, 어린
이와 책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간행된 아동서를 아
무리 많이 소장하고 있어도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한 경험이 없는 우리 도서관
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존재 없이는 출발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아동도서관 직원양성 강좌’(아동서
비스 현장의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이론에서 실천까지 체계적으로 연수), 동경
어린이도서관의 ‘이야기 강습회’(초보자를 위한 이야기의 이론과 실습) 등
에 지속적으로 직원을 참가시키고 있다.
그 외에 현재는 외부연수 등에서 얻은 내용을 직원들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이야기 연습회’, ‘기본 아동서를 읽는 모임’과 같은 연수를 각각 매월
1회 내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제2기 개관에 있어서의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2002년 5월,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전면 개관을 맞이하였다. 그 해 4월에 아
동서비스과가 신설되고 기획추진계와 아동서비스계의 2계가 설치되었다. 기
획추진계는 ① 학교도서관 세트대출, ② 아동 독서에 관한 도서관 활동에 대
한 협력, ③ 미디어교류코너의 관리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고, 아동서비스계는
① 어린이 방 및 세계를 아는 방의 자료선정ᆞ열람ᆞ관리, ② 아동을 대상으
로 한 행사,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관ᆞ견학을 주된 업무로 한다. 아동서
비스계가 관할했던 전시업무는, 전면 개관을 계기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3개
과가 공통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협력과로 옮겨졌다.
전면 개관에 즈음하여 4층의 ‘어린이 방(こどものへや)’을 1층으로 확대
이전하여 ‘어린이 방(こどものへや)’으로 정하고, 이에 인접한 ‘세계를 아
는 방’과 ‘이야기 방’을 신설하였다. 이들 방은 2001년 가을에 책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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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린이도서관 전면 개관후의 서비스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음에 기
술할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① 열람 서비스
어린이 방에서는 오래도록 읽혀왔던 그림책과 읽을거리, 지식의 책 등을 선
정하여 약 8천 책을 개가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납본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는 별도로 개가열람용 자료로 구입 등에 의해 수집한 것이지만 관외대출은
하지 않는다.
세계를 아는 방에서는 어린이들이 세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국제이해
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지역(현재 약 120)의 지리ᆞ역사ᆞ민속에
관련된 자료 및 그 나라ᆞ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옛날이야기 등 약
1,500 책을 개가하고 있다.
또한 두 방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에 관련된
테마와 시의적절한 테마로 소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② 이야기 모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모임’
‘세계를 아는 방’에 인접한 ‘이야기 방’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
후 2시부터는 4세~초등학교 1학년, 오후 3시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을 대
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이야
기, 그림책 낭독, 장난감, 시 등으로 편성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실시한다.
•‘작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시간’
매월 제3토요일과 이튿날인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3세 이하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전 동요나 영유아용 그림책의 낭독 위주의 모임을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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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행사
학교의 장기휴가에 맞춰 과학놀이, 미니그림책 만들기, 흥미모임(인형극이
나 판넬시어터 등)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평소의 이야기모임과는 또 다
른 각도에서 책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견학
유치원ᆞ보육원, 초중학교, 양호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학급 단위의 견학
을 위해 연간 50단체, 1,000여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시설견
학 외에 이야기모임도 실시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중고생의 견학에서는 조사학습과 직업학습(사서라는 일에 관한 질
문 등)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⑤ 한중일 어린이동화 교류
한중일 어린이동화 교류사업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한중일 어린이동화 교류
사업’을 문부과학성, 외무성 등과 함께 후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 중국의
초등학생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 초등학생과 그림책ᆞ동화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다. 2004년도는 8월에 동 실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일 어린이동
화 교류사업 2004’ 국제어린이도서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5) 아동서비스 실시의 의의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개관이래 위와 같이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어린이를 이해하는 등 아동서비스의 노하우를 착실히 축적함
② 수서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타 업무로의 전개가
가능한 일
③ 전국 제일선의 아동서비스 담당자와의 양호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도
서관 협력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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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국내의 공공도서관은 도도부현립
(都道府縣立)이 58관, 시구정촌립(市區町村立)이 2,571관에 달하지만, 공공
도서관 전체의 자료비 삭감,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인원삭감, 자원봉사자로
대처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
문성에 대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 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도서 관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서관의 풍부한 장서를 활용한 연수와 강연회를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
이다. 아울러, 전국 아동도서관 직원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
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서비스의 실천에 관한 정보교환과 교
류를 도모하고, 그 중에 우리 도서관만의 아동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내셔널
센터로서의 임무가 아닐까 한다.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성장과정에서 읽기에 적합한 책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책과 이어
주는 것이 도서관의 사명이자 아동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이
본질적 역할을 국제어린이도서관 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 도서관과 연계ᆞ협력하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세계의 어린이에게 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일, 동시에
세계의 어린이들 특히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을 더욱 더 잘 알도록 하
는 활동이 그 다음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국제이해와 이문화 이해에 공헌하는 아동서비스의 ‘모델’이라 칭하는 데
적합한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