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권 제2호 (통권 제375호) 2005 12월(하반기)

도서관협력의 방향과 과제 / 김세훈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연구 / 송승섭

웹 기반에 의한 국가정책정보 서비스 / 김명희

정보이용교육의 도서관불안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 장덕현 양명진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 / 정춘화

Michael Gorman의 도서관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 문지현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 김정근

조선왕조실록의 안동 예안 관련 기사 고찰 / 윤동원

족보정리를 위한 한국인 성씨별 저자기호표 / 김남석

<자  료>

제9차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3

25

63

87

117

143

163

187

201

225

편찬위원장 : 이치주

편 찬 위 원 : 곽동철 김휘출 신인용 신현태 윤인현 이귀원 이숙현 조순영



DOSEOGWAN

Vol.60 No.2 (375) December 2005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 exploration of new system
Kim, Sae-hun

An Comparative Study on Library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ng, Sung-seob

Web based Services National policy Information Kim, Myung-hee

A Study 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School Libraries in Reducing the Library Anxiety

Chang, Duk-hyun․Yang, Myung-jin

A Study o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s Impact on the Public 
  Library Functions Chung, Choon-Hwa

A Study on the Profession and Thought of Michael Gorman 
Moon, Ji-hyun

The Factor of 'Sincerity' in Bibliotherapy Studies and Practices
Kim, Jung-gun

A Study on the Descriptions of Andong and Yean i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Wyun, Dong-weon

Korean Author Table by Surname for Arranging Genealogies
Kim, Nam Seuk

<References>

The 9th exchange Programme of Librarian between NLK and NLC

3

25

63

87

117

143

163

187

201

22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3

도서관협력의 방향과 과제

김 세 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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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new way of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These 

days, social and institutional circumstances around libraries have been rapidly 

changed and demands for the developed library services are accordingly increased.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se changes and demands, libraries and the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develop new library service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the new service system based on the 'Act for Library', 

which now comes under review by the National Congress. Then it suggests that 

power and responsibilities for regional and local library services should be given 

to regional governments. The network of libraries cooperation is also suggested to 

put more focus on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libraries in regional and local areas. 

It adds as a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operation is the 

library users' satisfaction of the enhanced library services. Therefore, in the new 

system of library co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local libraries as well as the 

cooperative network itself should be emphasized. 

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4 도서관협력의 방향과 과제

1. 들어가는 글

도서  력은 도서 이 상시 으로 실시하는 업무 가운데 자체 인 필요

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추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도서  련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 , 재정  혹은 인력 련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그 

실질 인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이를 제

도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추진을 효과 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서  

력망이라고 하는 제도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행 도서 독서진흥법은 도서 력망과 련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  력이 법  강제(혹은 지원)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도서  력망의 운 과 련

하여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도서  력 혹은 력망과 련한 문제는 비단 이와 같은 실  어려움

에만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도서 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

화되면서 기존의 력망 체계에 한 반 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한 제기되고 있다. 이 은 도서 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경들을 살

펴보면서 향후 도서  력 혹은 력망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시론 으로 모색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2. 도서관 협력과 협력망

2.1 도서관 협력

도서 력망 력사업 표 모델 개발과 련하여 2001년 한국도서 회

에서 실시한 공개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도서  력체제의 기본 목표를 

이용자를 한 서비스 향상으로 밝히고 있다. 지역 사회 지식정보자원의 나

눔을 제도 으로 보장하는 공공시설이 도서 이라면, 기본 으로 단  도서

만의 독자  서비스로 지역 사회 정보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

며, 따라서 도서 간 력은 지역사회 내 지식정보서비스의 필요 충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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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실 활동에서 도서  력이란 일반 으로 도서 간의 상호 차, 종합목

록작성, 공동목록, 공동수서, 서지정보의 제공 는 교환 등을 통해 도서  

자원을 상호교환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력활동의 이 으로 1) 이용자에게 정보 근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2) 

각 도서 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3) 도서

직원의 문화를 유도하고, 4) 불필요한 복업무를 감소시키며, 5) 도서  

치와 사에 한 극 인 홍보가 가능하고, 6) 력체제내의 도서 들 

사이의 업무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등이 일반 으로 지 된다.  

2.2 도서관 협력망

도서 간 력 활동을 법 으로 지원하기 해 마련된 것이 1987년 개정 

도서 법 제7장의 련 규정이다. 법 규정을 통하여 도서 간 상호 력을 권

장하 다는 것은 반 으로는 도서 간의 력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이용

자에 한 서비스가 확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으로 보면, 국내의 부진한 도서 력 실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출발한, 국내 도서 력조직의 시작은 1967

년도 국립 앙도서  주도로 ‘도서 자료이용  상호 차에 한 정’이 10

여개 도서 의 참여로 시작된 시기를 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서

력조직은 1970년 에는 주로 행정  약의 차원에 머물다가 1990년 에 

와서야 국  규모에서 종과 지역을 재편하는 공유 력의 실질  단 사

업들로 본격화되었다. 

이 게 활성화된 국내 도서  력 조직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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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도서관협력조직 현황 (2004. 6월 현재)

협  력  조  직 설  립 참여학교 주  요  활  동 지  역

국립 학도서 의회 1979 49
- 종합 학교 22교, 교육 16교

- 원문복사 - 상호 차
국

한국사립 학교 도서 의회 1972 99 - 원문복사 61교 국

학술지공동활용 의회

(KORSA)
1999 72

- 학도서  48교, 포함 72기

- 국외학술지 온라인 원문복사 

분담목록

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1996 420

- 국 학소장자료 통합목록

- 학학술정보공유사업

- 학 논문서비스

- 학술지 소재정보서비스

- 상호 차  원문복사서비스

국

포항공  자료공동활용 의회 1990 148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국

한국 지역 학연합 

도서 의회
1995   8

- 경남 , 계명 , 동 , 아주 ,

울산 , 주 , 한남 , 호서

- 원문복사, 상호 차

- 외국학술지 종합목록 발간

국

한국 자 국가컨소시움

(KESLI)
1999 102

- 학66교, 포함 102기

- 해외학술지 WebDB 공동구매
국

UNION DB자료공동활용 1991 59

-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사업

- 덕연구단지 연구도서공동편목 구축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충남

과학기술정보 리 의회

(STIMA)
1973 56

- KAIST, 포항공 , 원자력연구소

학  문도서  

- 회원기 소장종합목록 

- 온라인원문복사 상호 차

국

한국신학 학도서 의회 1972 52

- 원문복사, 상호 차

- 신학분야 석박사학 논문DB

- 기사색인, 학술지통합목록

국

한국의학도서 의회 1968 153

- 의과 학도서   의학 문도서

- 상호 차 원문복사

- 의학학술잡지 기사색인

- 의학정보시스템MEDLIS운

국

국가연구정보 의회 2002 126
- 학  문도서

- 원문복사서비스 -학술지 국가목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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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조  직 설  립 참여학교 주  요  활  동 지  역

서울동북부지역 

사립 학교도서 의회
1994 7

- 운 , 진 , 덕성여 , 동덕여 ,

삼육 , 서울여 , 한성

- 분담수서, 상호 차, 원문복사

-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서울

서울5개 학교 해외학학술지 

공동이용  구독 의회
1998 5

- 고려 , 연세 , 경희 , 성균 , 

한양

- 분담수서

서울

서울 신 지역4개 

학도서  의회
1998 4

- 서강 , 연세 , 이화여 , 홍익

- 분담수서

-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서울

경기지역 6개 학 

외국학술지 공동구독 의회
1998 6

- 경기 , 경희 (수원), 명지 (용인),

수원 , 아주 , 한양 (안산)

- 분담수서

-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경기

 충남지역 

학도서  의회
1991 28

- 28기   학도서 22

- 원문복사서비스
충청

천안 아산지역 

도서 의회
1997 9

- 나사렛 , 남서울 , 단국 (천안), 

상명 (천안), 선문 , 순천향 , 

천안

충청

강원지역

도서 의회
1998 9

- 강릉 , 동 , 삼척 , 상지 , 

연세 (원주), 춘천교 , 한라 , 

한림

- 분담수서, 원문복사

강원

북지역 

학도서 의회
1998 8

- 군산 , 우석 , 원 , 북 , 

주교 , 주 , 호원 , 한일장신

- 분담수서, 상호 차, 원문복사

북

주 남지역 

학도서 의회
1997 13

- 상호 차, 원문복사

- 통합서지DB운
남

학술정보자료공동활용 정 1998 3
- 주과기원, 남 , 조선

- 분담수서
남

구 경북 학

도서 연합회
1997 5

- 경북 , 계명 , 구 , 구카톨릭 , 

남

- 분담수서, 상호 차, 원문복사

-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경북

부경지역 학도서

정보교류 의회
1997 5

- 경성 , 동아 , 동의 , 신라 , 

인제

- 공동수서, 온라인원문복사서비스

- 목차검색시스템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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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조  직 설  립 참여학교 주  요  활  동 지  역

학술정보자료

공동활용에 한 약
1999 3

- 덕 , 경일 , 경주

- 운문복사, 분담수서
경북

지식정보공유 의회 1990 35
- 사회과학분야 문도서  의회

- 상호 차, 지식정보공유 간행
국

정부출연연구기  

지식정보검색시스템(IKIS)
2000 23

- 인문사회연구회 9개, 경제사회연구회 

14개 문연구기 의 연구성과물

서비스

국  

출처: 한성택. 국가통합도서관 협력체제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력망 활동은 종내 는 종간, 지역내 는 

지역간 범주를 넘나들면서 도서 서비스 제공에 정 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도서  력 조직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활성화되어 왔다면, 도서 법에서 

규정하는 도서  ‘ 력망’은 주로 공공도서 을 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행 

도서 력망 체계는 국립 앙도서 을 앙 으로 하고 16개 시도에 지역

표  각 1 을 두며, 그 아래에 지방 표  33개 을 두게 되어 있다. 한 

그 아래에 다시 단 도서 이 배치되어 체 공공도서  조직이 국립 앙도

서 을 정 으로 하여 하나의 거 한 체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 력망의 목 은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 정보화, 세계화, 문화에 

따른 국가정보 경쟁력 제고, 둘째, 정보 공유  교류 확 를 한 도서 간

의 상호 력체계 구축, 셋째, 정보자료의 효율  리와 유통으로 정보활용 

극 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  달성을 해 설정된 력망의 기능으로

는 첫째, 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자료의 유통 둘째, 서지편찬, 정

보처리, 사활동  시설 등의 표 화 셋째, 분담수서, 상호 차, 종합목록 

 인쇄카드제도 등 도서 운 의 효율화 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의 력망 활동의 요 내용으

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국립 앙도서 이 작성한 도서 력망 운 실태 자

료집(2005.8)은 도서  력망이 주로 어떠한 항목에 이 맞추어져 이루

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 다. 이 자료는 도서 력망 활동을 크게 다음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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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와 련된 2004년 추진 황  실 , 2005년 추

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  정보화  분담 수서  상호 차 

  공동 보존  문화 로그램 력  공동 홍보  외 출증 공유  

복사카드 공유  도서 운 련 정( 약) 체결  외국도서 과의 교류  

2.3 기존 협력망의 문제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역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 력망 활동이 그다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

는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 은 의 도서 력망 운 실태 자료집에서 일

부 엿볼 수 있으며, [도서 력망 력사업 표 모델 개발 연구](국립 앙

도서 , 2001)에서 보다 직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의 조사 연구가 지

하고 있는 내용을 그 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전국 각 지역별로 협력망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체로 협력망에 한 기 가 거의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이유는 1)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하기에는 현재의 장서, 인

력, 서비스, 예산 등 거의 모든 기반조건이 미비하다 2) 도서관 협력에 필요한 각

종 제도적 기반과 행정이나 인식이 미비하다 3) 실제 이용자들 또한 도서관 협력

을 통한 자료의 활용에 한 인식과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 4) 도서관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지침 등이 없어 실제 상호협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도서관 협력망은 그 성과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자료가 2001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에도 에서 지

한 바와 같은 상황들, 를 들어 장서, 인력, 산 등이 부족하다거나, 제도

 기반과 사회  인식이 미비하다는 사실, 이용자의 인식과 의지가 크게 부

족하다는  등이 문제 으로 여 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서 력망이 이

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도서 력망에 한 인식이 이와 같다면, 향후 도서  력 활동 혹은 

력망에 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도 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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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도서  력은 도서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나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와 같은 상황이 그 필요성 자체를 문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단계를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와 련된 문

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에 근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먼 , 국립 앙도서 을 정

으로 하는 기존의 (공공) 도서 력망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서 력망과 련하여 국립 앙도서 에서는 그 필요성

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을 확 ,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이 발간한 2005년도 ‘도서 력망 운 계획서’에는 도서

력망을 “국립 앙도서 이 심이 되어 공공, 학, 문, 특수, 학교도서

 등을 상으로 연차 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

라 구축되는 도서  력망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도서관협력망 구상

 앙 

국립 앙도서

공공도서

487개

학교도서

9,649개

문․특수도서

549개

국회도서

학도서

4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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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구상 가운데서 공공도서  력망은 <그림 2>와 같으며 각 층

 도서 들의 주요 업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공공도서관 협력망

⇩

⇩

⇩

국립중앙도서관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강원

춘천

충북

중앙

경남

창원

제주

우당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기

도립

대구

중앙

인천

북구

서울

정독

부산

시민

울산

중부

광주

시립

대전

한밭

충남

5

전북

4

강원

4

충북

3

경남

4

전남

3

경북

4

경기

6

충남

38

전북

36

강원

39

충북

25

경남

42

제주

18

전남

44

경북

51

경기

70

대구

13

인천

11

서울

44

부산

24

울산

5

광주

12

대전

15

중  앙  관

(1개관)

지역 표

(16개 )

지방 표

(33개 )

단 표

(4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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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도서관 협력망 층위별 주요 업무

◇ 지역별 도서 력사업 시행

◇ 앙 의 력망 운 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연도별 력망 운 계획 수립

◇ 지역별 력망 운 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

   하여 운 계획에 반

앙

◇ 앙 의 력망 운 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력망 운 계획 수립․시행

◇ 시․도 력망 운 계획 앙 에 제출

지  역

표

◇ 지역 표 과 단 도서 을 연결, 효율 인 지역별

   력사업 수행

지  방

표

단  

도서

이러한 그림에 따르면 도서 력망은 매우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체계 으로 잘 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이 그 지 못하다는 사실

은 앞서 지 한 바와 같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그림’이 앙 심 으로 그려졌다는 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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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조는 일면 매우 체계 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취약 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약 은 실제로 

도서 간 력을 이루어야 하는 단  도서 에 한 논의가 매우 취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 달’되어야 하는 앙 의 역

할은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 으로 앙

에서 요구되는 혹은 달하는 사항을 매개하는 체계로서 력망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둘째, 이용자에게 있어서 도서 의 력은 무엇보다 한 지역 내에서 원활

하게 이루어질 때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력망

은 그보다는 종 인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은 이용자에게 체감

되는 도서 력의 혜택이 그만큼 작게 느껴지게 할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직 인 피드백을 받아 운 되게 되는 지역 단  도서  는 도서  운

자들로 하여  력망의 필요성을 그만큼 덜 느끼게 한다는 문제 을 불러온다. 

셋째, 이러한 상황은 도서 력의 내용이 한 지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시설들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

다는 표 화나 정보화, 지역에 따라 배분되는 분담수서 등의 내용을 심으

로 추진됨으로써 도서 력의 내용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

라 보다 확장될 수 있는 도서 력의 역들, 곧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의 력 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고서비스 등은 어떻게 공공도

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지 등 보다 범 한 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도서 의 력 활동의 내용들은 도서 력망 련 내용에서는 제외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도서관 협력 활동의 방향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에서의 도서  력 활동을 활성

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도서 을 둘러싼 사회  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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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서관 협력활동을 둘러싼 정책적 상황 변화

재 범 정부 으로 지방 분권에 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 심 복합도시의 건설이나 공공기 의 지방이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간 차원을 달리하여 문화 부의 업무 역가운데 시

설 련 정책들 한 각각 국립 앙박물 , 국립 미술 , 국립 앙도서  

등으로 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국민 서비스가 앙정부 차원에서 일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극 이고 균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정책 역에서 차 확산되고 있다는 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서  련 서비스와 그에 한 지원 체계도 각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력활동과 련한  한가지 요한 상황의 변화는 도서  정책이 국립

앙도서 으로 이 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와는 확연하게 구분된 역할이 국립

앙도서 에 요청되고 있다는 이다.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은 그 역사  

의미와 실질  상에도 불구하고 지 않은 비 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 지역의 실을 고려

하지 않은 일방 인 사업 결정과 추진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립 앙도서 이 도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요

한 역할을 담당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에 시행해 왔던 역할과 기능들을 

그 로 수행하면서는 그 역량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 , 도서  력망과 련하여 기존과 같이 모든 종의 

도서 을 총 하는 지 로 국립 앙도서 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실 으로

나 제도 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실 으로 국립 앙도

서 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과 지역에 이양할 수 있

는 기능,  국립 앙도서 이 아니라 지역 표도서 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

다 효율 인 기능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체의 도서  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서 법에서는 기존의 도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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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장이 삭제되고 신 역 표도서 과 련된 장이 추가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법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오던 도서 력망 

활동이 형식 , 공식 으로는 그 법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래하며, 신에 역 표도서 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 지역차원에서 자율

이고 독립 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도서  체계에 응하여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 을 둘러싼 이와 같은 정책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도서  력망 

제도 혹은 체계가 근본 으로 변화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3.2 도서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도서  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

는 구체 인 력 활동의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기에 앞서 도서  력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이다. 그동안 도서  서비스 강화와 련하여 

개되었던 많은 정책 논의들은 지역차원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가 어떻게 강

화될 것인가에 해 을 맞추기보다는 국 인 서비스 력망을 구축한

다든가, 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든가, 도서 의 일반 인 문제 들을 검

토, 분석하는데 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 도서 련 

안 문제들에 해 거시 인 차원에서 많은 생산 인 정책 결과들을 이끌어 

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 으로 지역 차원에서 보다 실제 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취약 을 내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도서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  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일반 국민들이 생활 장 가까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도서 서비

스 련 활동의 개선이 보다 실제 으로 이용자들에게 체감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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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이를 활성화하

기 한 자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하는 단

 도서 의 자체 역량 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제반 체계를 지역 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는 궁극 으로 지역 내의 단  공

공도서 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장 심 인 서비스 강화이다. 도서 서비스는 기본 으로 이용자

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실질 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도서  개선 방향들이 직, 간 으로 이용자들을 한 서

비스 개선에 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도서  서비스 개선 효과는 당  정책차원에서 기 했던 것과는 지 않은 

차이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에서 지역차원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는 이용자들이 실제

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문고나 학

교도서  등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항상 하게 되는 지식정보서비스 기 들

에 한 보다 효과 인 운 방식의 도입이나 서비스 장에서 직 으로 이

용자들을 하는 도서 서비스 종사 인력의 문성 강화 그리고 도서  자체

의 로그램과 운  방식의 문성 향상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활동들을 효과 으로 추진, 지원하기 한 행정지원체계

의 구축이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행정지원체계는 주로 역  기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의 행정지원체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하

기 한 앙 차원의 행정체계에 한 개편 한 포함한다.  

지역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가 공공 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

정지원체계의 구축은 지식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매우 핵심 인 역할을 차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 역 내에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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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노력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과거와 비교

하여 재 도서 서비스와 련된 개선 사항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은 용어 그 로 단순히 ‘행정 업무’의 

차원에서, 도서  서비스를 극 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기 한 목

으로, 형식에 있어서의 ‘외 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은 도서 서비스에 한 보다 극 인 지방자치단

체들의 노력이 그동안 크게 정책  심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한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은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그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이러

한 서비스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극 으로 개입

하고,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형식  체계와 동시에 내용  충실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  서비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 인 인식개선과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역 

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인 과제로 하

는 정책  자세와 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도서관 협력의 새로운 체계 구상

도서 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보다 문화, 다양화하고 

있는 도서 서비스에 한 수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도서  

력을 향한 새로운 체계가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에서 제

시한 사항들을 기본 방향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

안들에 한 심도 깊은 검토 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역 표도서 과의 설립과 이에 한 효율  운  방안 마련이다. 

개정 정 인 도서 법은 역자치단체로 하여  역 표도서 을 두어 

지역의 도서  시책을 수립, 추진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도서  활동은 무엇보

다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단  도서 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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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들의 력 활동을 지원하기 해서는 지역을 심으로 지역  상황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기 하여 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서  지원 정책이 앙정부인 문화 부나 기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업무로만 여겨짐으로써 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역차원

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한 정책  구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지 에 한 성찰  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구상된 역 표도서 과 련하여 아직 그 역할

이나 기능에 해 구체 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역 표도서 이 

앞으로 국립 앙도서 이나 기 지방자치단체의 단  도서 들과 어떠한 

계를 맺으며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해 구체 으로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련하여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새롭게 설치될 

역 표도서 과 국립 앙도서 과의 계 설정이다. 역 표도서 이 기존

의 도서 력망 체계에서 지역 표 이 수행해 오던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

는 데 그 역할이 그친다면, 지역의 도서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하려고 

했던 역 표도서  설립의 근본 취지가 무색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 표도서 은 역차원에서 도서  시책을 마련하고 이의 효율  

추진을 한 방안들을 마련해가는 자율 이고 독자 인 활동 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립 앙도서  한 기존에 수행하던 여

러 활동 역들 가운데 역 표도서 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

율 인 업무와 기능들을 검토하여 이러한 역들을 역 표도서 에 이양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게 되지 않을 경우, 새롭게 부여된 정책 수립 기능으

로 인하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림은 물론 새로운 체계에서 스스로의 역할과 

상을 찾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에서 국립 앙도

서 과 역 표도서 의 계 나아가서는 역 표도서 과 단  도서 과

의 계 정립이 무엇보다 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도서  운용체계의 개선이다. 재 지역의 단  도서 은 해당 

도서 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만 그 심이 집 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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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서 서비스를 도서 이라고 하는 ‘건물’을 심으

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새로운 서비스 역에 

한 확장 가능성을 좁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열린 체계로 도서 을 운 하

기보다는 닫힌 체계로 운 하게 하는 모습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개별 단

의 공공도서  활동이 지역에 한 지식정보서비스  으로 확장되기보

다는 도서  안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래한다. 

도서 의 설립과 운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차원

에서의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는 시 에서 단  도서  한 해당 

도서 에 국한된 에서 운 되기보다는 도서 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서비스 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는 단  도서 의 서비스에 한 인식이 도서  심보다는 지역 

심으로 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단 의 공공도서 들은 해당 도서 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반에 한 지식정보서비스의 수 을 악하고, 지역에

서 요구되는 지식정보의 내용과 수 , 유형들을 분류하여 이에 극 이고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용 체계 반을 재

구조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도서 의 활동과 거의 계없

이 독자 으로 이루어져 오던 학교도서 이나 문고의 활동들 한 지역 사회

에 한 지식정보서비스 확장과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극

으로 공공도서 의 서비스 역 안에 포함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도서 이나 지역의 크고 작은 문고들은 일부 공공도서

에 의해 비정기 으로 지원을 받아 운 의 문성을 보완해 오고 있기는 하

으나, 부분의 경우 지역의 요한 지식정보서비스 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래 들어 학교도서 의 

요성이나 작은 도서  설립에 한 정책  의지들이 천명되기는 하 으나 이

러한 노력들 한 서비스의 문성과 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공공도서 으

로부터 지속 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수 은 지속 으로 하락할 것이 

상된다. 

따라서 지역단 의 공공도서 은 해당 도서 의 운  서비스에 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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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 반에 한 인식 확장과 

이와 련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동 범 를 확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차원의 도서  운용 체계 개편은 필연 으로 단  공공도서 의 

역할  기능을 확 할 것을 요청한다. 이 가운데 요한 것이 서비스의 질

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질 높은 도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도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서비스 인력의 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강화하거나 지역 표도서 을 설립․운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해서 자동 으로 도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거나 인력의 문성이 강화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서비스는 도서의 열람․ 출 기능에 

심이 두어져 있다. 도서 의 기능이 단순히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수요에 

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더 발 된 지  욕구를 이끌어내는 역

할 한 담당한다면, 지역의 공공도서 은 도서의 단순 열람․ 출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능 한 수행하여

야 한다.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특히 생활 장 가장 가까이에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문고나 동(洞)문고, 학교도서 에 종사하

는 서비스 인력의 문성은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질과 수 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도서 은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재 공공도서 에 종사하는 서비스 인력에 하여는 국립 앙도서 에서 

사서직무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서 이나 문고 계자 한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로그램을 수강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된 범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고나 학교도서  

계자 일반에 한 서비스 문성 강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실이다. 

근래 들어 국립 앙도서 의 사서 재교육 업무가 서울에서만 시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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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이나 지역에서의 

교육 로그램 제공 방안 등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련하여 

공공도서  한 지역에서 운 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 서비스 시설 종사 

인력에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의 도서  력 효과

가 이용자들로 하여  서비스 수 의 향상을 체감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은 도서  력의 새로운 체계를 구상함에 있

어 기본 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한 사항이다. 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  도서  설립과 운 에 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와 련하여 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서 을 설립․운  한 것이나, 지역

의 공공도서 이 문고나 학교 도서  등 지역에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 시설들과 력하도록 그 기본 운용 체계를 환하는 것, 나아가 

이러한 력을 통하여 단 도서 의 서비스 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도서  

력의 실질  성과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도서  력활동의 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  력 활동에는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상호 차, 분담수서, 공동수서, 

종합목록 작성, 공동목록, 서지정보 제공 등과 같은 내용들이 종 , 횡  

력 계를 통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한 매우 요하다. 이 에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법에 규정된 도

서 력망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의 운

은 기존에 많은 문제 이 지 되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더욱 더 

그 유용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다. 곧, 도서 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읽어 내고 새로운 상황에 합한 도서  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효율 이고 수 높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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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도서  력에서 개별 단  도서 의 기

능과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이다. 도서 간 력을 효과 으로 이끌어 

내고 이를 지역주민들에 한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연계시키기 

해서는 단  도서 의 활성화된 운 이 필수 이다. 따라서 도서  력을 

‘ 력망’이라고 하는 체계를 강조하는 에서 보기 보다는 단 도서 의 서

비스 활성화라고 하는 미시 인 차원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이

와 련하여 지역 반을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에 한 안목이 단  

도서  계자들에게까지 확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의 기반 에 도서

간 력이 단  도서  내부로부터 요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

무리 력체계 혹은 력망이 잘 구성되어 운 된다고 할지라도 단  도서  

계자가 그러한 력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력의 효과가 도서  

운 에서 실질 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나아가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 이나 질이 지역주민에게 만족스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력을 향한 도서 간 노력이나 이를 뒷받침하

기 한 정책  노력으로 하여  그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23

참 고 문 헌

국립 앙도서 , [국립 앙도서 의 기능과 책임](1995)

--------------,[2005 도서 력망 운 실태 자료집](2005)

--------------, [도서 력망 력사업 표 모델 개발 연구](2001)

김병주,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의 상호 력에 한 연구” [도서 학 논집] 

제27집. (1997)

김세훈, [도서  장기 발  방안](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도서 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한국문화 정책연구원, 2003)

------, [도서  문성 강화 방안](한국문화 정책연구원, 2003)

김창근, [도서  상호 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한 연구], 성균

학교 문화정보학과 박사학  논문 (1994)

노 숙, [지역사회개발을 한 공공도서 의 역할에 한 연구], 충북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1996)

육경애,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 배재 학교 국제통

상 학원 석사학  논문 (2001)

정 태, “도서 독서진흥법 개정의 주요 안”,(2003). 한국도서 회 발

표 원고

한국사립 학도서 의회, “ 학도서  상호 력네트워크 구축 황조사  

분석” (2000)

한성택, “국가통합도서  력체제 모델 개발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제35권제1호. (2004)

규섭, “ 국 도서  력조직의 편성원칙과 국립 앙도서 의 역할 - 개정

도서 법의 용을 한 기본 방향의 설정을 하여-” 규섭 정년 퇴

임 기념 논문집, (2000)

Philip Gill, [공공도서  서비스 개발을 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한국도서 회, 2002)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25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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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s to analyze the composition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s library law that did not study until now in the country 

through an article-by-article discussion. Nex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clusively the difference of  library cultu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ibrary law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sul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of recognition, management system, public 

services, and  legal force on librar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이 연구의 목 은 먼 , 국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북한의 도서 법을 

축조심의함으로써 북한 도서 법의 구성체계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북한의 도서 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도서

 문화의 차이를 포 으로 구명하 다. 그 결과, 남북한간에 도서 에 

한 인식, 운  체계,  사 그리고 법  효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실장, 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강사(libsong@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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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산  이외에도 평양 과 개

성  그리고 백두산 의 길이 열리게 되어 남북한 간의 벽은 차 좁아

지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평양 의 필수코스 에 하나가 북한의 국립

앙도서 격인 인민 학습당의 방문이라고 하니, 우리가 북한이 세계 인 도

서 으로 자랑하는 인민 학습당을 찾아가 볼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한 

한국도서 회 차원에서도 북한 도서  당국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는 에서 더욱 기 가 된다. 특히 2006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

정보 회(제72차 IFLA총회)에 북한이 청되어 한민족으로서 남북한간의 

우 를 다지고 도서 계의 력을 꾀할 수 있다면 큰 경사가 되지 않을까 생

각된다.

필자도 남북한간의 도서  교류에 심을 갖고 2001년 ‘남북한 학술교류방

안’ 로젝트2)에 참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  교류나 학문  력에 

있어서 이 다 할 진 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한 출 사를 통해 입수된 북한의 도서 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 문을 보게 되었다. 이 법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바 없어 

북한의 도서 의 실체를 악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 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법의 형

태와 법의 운용방식이 그 사회에 미치는 향은 말할 필요 없이 크다. 북한

은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이념 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경제 으로도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앙집권  

계획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으로 법  체계와 상, 그리고 그 

향력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근본 으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먼 , 북한의 도서 법을 축조 심의형태로 조

문별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도서 법의 구성과 그 의미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2) 한상완 외 3인 공저. 남북한 학술정보교류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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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다. 다음, 우리나라와 북한의 도서 법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간의 도서  운 체계와 도서  철학, 그리고 리형태 

등 도서 의 문화 차이를 포 으로 구명하고자 하 다. 그러나 사회주의  

법  체계를 따른 북한의 도서 법을 상이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남한의 도

서 법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일단 법  의미와 향력

의 문제를 떠나 비교 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리  해석 이상

의 이면  해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범 에서 남북한간의 도서 법의 조문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규명

하되, 비교법학이나 주석법학 인 자구분석이 아닌 의미 분석에 을 두어, 

이 법이 미치는 다른 배경과 연 성에 주목하여 그 사실 계를 련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노력하 다. 이것이 통 인 비교 연구는 될 수 없지만 국가 

체계 내에서 북한의 도서  문화를 반 으로 통찰할 수 있는 가능한 근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도서 이나 도서 법을 연구한 경우는 흔치 않

다. 특히 비교 연구는 엄 애3)의 연구 이외에는 이 다할 성과가 없었다. 최

근에 와서 윤희윤이 캐나다, 국( 만), 독일,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의 도

서  행정체계와 법제분석에 한 연구4) 성과를 지속 으로 내 놓았지만, 이

는 개개의 나라에 있어서의 반 인 도서  황과 조직, 련 법령의 체계

와 내용  도서 법의 발 과정을 개 으로 분석한 것으로 비교 상이 

있는 본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 서 밝힌 바처럼 북한

의 도서 법의 이해를 해 남한의 도서 법과의 상이성을 규명하고, 련 

자료를 분석하지만 비교연구의 측면보다는 기본 으로 북한의 도서 법에 

한 법리해석을 선행하고, 이에 한 근거와 연 성을 다른 자료를 통해 확보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근하고자 하 음을 연구의 제한 으로 밝 둔다.

3) 엄영애. “미국, 영국, 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圖書館學論集 27('98.1) pp.1-25 

4) 윤희윤. “캐나다의 도서관 행정 및 법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p.75-94, “독일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도서관 제59권 제2호 통권 제371호
(2004. 여름) pp.3-34,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9) pp.23-40, “중국(대만)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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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도서관 체계와 북한법의 특징

2.1 북한의 도서관 운영체계

2.1.1 국가 지도체계

북한의 도서 체계는 앙 집권  국가 지도 체계이다. 각 지방에 있는 도

서 은 행정 으로는 해당 지역의 행정 원회의 직 인 지도를 받는다. 특

이한 것은 다른 부처와 달리 앙 당  해당지역의 당 원회로부터 더욱 

강하고 철 한 당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 물이 교육과 함께 선 ,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북한의 도서관 체계5)

당, 교육 원회

교육성, 교육 원회

사서검정시험 리 도서 운 리방법
연구소

서지 편찬, 
국도서  지도기

과학도서 망 공공도서  망

학교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 농

2.1.2 도서관 운영 개관

북한의 도서 은 이용 상과 소장 자료의 특성에 따라 군 도서 과 과학

도서 으로 구분되며, 군 도서 은 일반 성인을 한 성인도서 과 학생들

을 한 학생도서 으로 나 어진다. 과학도서 은 그 성격에 따라 종합 인 

과학도서 과 문도서 으로 구분된다. 각 시( )에는 성인도서 과 학생도

5) 高哲義(1986)의 연구와 송승섭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도표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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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각각 여러 개가 있으며, 평양시나 청진시, 과학원이 치한 평성시와 

같이 도시에는 각 구(區)별로 학생도서 과 성인도서 , 과학도서 이 여

러 개씩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일반 인 소도시에는 군 도서 과 과학도

서 이 따로 없이 군 도서 에 과학서 을 비치하여 운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도시 규모와 그 도시의 실정에 따라 도서 의 수가 결정되는데 개수를 설

정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다. 군(郡)인 경

우에는 체로 이름 있는 군 즉, 김정숙군과 같은 군에는 성인 도서 과 학

생도서 이 각각 1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수의 군에는 학생

도서 과 성인 도서 이 각각 1개씩인 경우가 많다. 

도서  규모와 시설 면에서는 학생도서 과 성인도서 이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각종 문기술공학서 , 문과학서 과 같은 문분야의 책이 학생도

서 에는 없다. 이용부문에 있어서는 성인도서 에는 소학교 학생들을 제외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나, 소학교 학생들은 학생도서 만을 이

용해야 한다. 북한의 거의 모든 출 물은 앙당의 과학, 교육부와 선 선동

부의 심의 하에 앙 출 사에서 편찬되고 있으며, 각 도서 의 계획 지표에 

따라 앙으로부터 보 된다.

<표 1> 북한의 도서관망6)

도서관유형별 /소속별 국가공공도서관망 기관, 기업소도서관망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군 도서

성인

도서

시․구역도서

군도서

신문잡지열람실

당, 정권기 , 근로단체도서실

공장도서실

산도서실

수산, 림업, 건설, 운수, 문화,

보건부문 기  기업도서실

농 도서실

생산 동조합도서실

수산 동조합도서실

편의 동조합도서실

학생

도서

시․군․구역

학생도서

인민학교도서실

고등 학교도서실

학생소년궁 도서실

과학도서

종합 인

과학도서

국가도서

도도서

김일성종합 학 과학도서

국가과학원도서

사회과학원도서

문 과학

도서

학도서

연구기 도서

6) 조선대백사전(6).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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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의 법령체계와 특징

북한법과 남한법은 구조 인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법의 제정  운용

이 당의 정책에 속되어 있고, 각 종 성문법에 앞 서 김일성, 김정일 등 최

고 층의 교시와 지시, 조선로동당의 지침, 강령, 내각의 정령  결정이 최

고의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단체  주민들을 직  규율하

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실정법이 제정, 시행되어도 법이 

실 으로 용되는 법규범 기능의 실효성 면에서는 미미하며, 부분 선언 , 

형식  규정으로 존재한다. 그 특징을 구체 으로 보면, 1)북한법은 국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특수한 

법 문화권 형성을 형성하고 있다. 2)‘조선노동당규약’이 헌법에 우선하는 독

특한 법체계로 조선로동당의 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3)북한법은 정치권

력자 는 정치집단의 통치행 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도구이다. 4)법원

에 하여도 습법은 건사회의 낡은 규범으로서 근로자들을 억압, 착취하

는 것이라 하여 그 법원성을 부정한다. 5) 습법의 용에 있어서도 성문법

의 보충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조리에 해서는 사회주의의 의식, 

명  법의식 는 공화국법의 요구 등으로 표 ,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7) 

다음의 <표 2>는 실효성을 심으로 한 남북한의 법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남북한의 법체계 비교       

남    한 북    한

 한민국헌법→ 법률→ 통령령

  →총리령·부령→ 지침 

 북측 최고 층 교시 → 노동당규약 →

 노동당강령·지침 → 사회주의 헌법 →

 내각의 정령·지침 → 성문법률 

7) 최종고(1996), 권재열(2004), 강원대학교(2003)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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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도서관법의 조문별 분석

북한의 도서 법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이다. 

우리는 통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에 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휴 선 이북의 한국이라는 뜻에서 ‘북한’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데, 외 으로는 북한의 공식 인 국가 표기법을 그 로 인정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실질 으로는 독재국가이지만 정치체제 상으로 북한은 분명히 

공화정이며, 공산주의는 이념상의 표 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상인 북한

의 도서 법8)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제107호)으로 1998년 1월 

21일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1년 뒤인 1999년 1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

임 원회9)가 정령 제350호로 수정한 것이다. 다음은 5장 45조로 된 북한의 

도서 법을 장별로 구분하여 축조 분석한 것이다.10)

3.1 도서관법의 기본(제1장)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은 출 물의 수집과 서고 리, 

도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 법률출판사 : 평양, pp.230-236.

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2명), 서기장, 의원(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
며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입법권이 부여됨으로써 종전보다 
위상이 강화됐다. 북한의 최초헌법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으나 1972년 채택
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4년으로, 1992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5년으로 각각 수정했다.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1명, 11명의 위원 그리고 약간 명
의 명예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특히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외견상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
다. 1)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계획, 그리고 예
산 등의 수정 및 심의 3)헌법과 부문법에 대한 규정 해석 4)국가의 각 성원에 대한 임명, 

해임, 선거, 소환 5)조약의 비준 및 폐기 6)외교관의 임명 및 해임 7)훈장,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수여 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의 결정
   (http://cafe.naver.com/nonmoonna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87 참조)

10) 북한법의 기술은 원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식 표기와 띄어쓰기를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어법으로 작성했고, 국가 표기는 남한
과 북한으로 표현, 간략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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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서 법의 제정 목 은 도서  이용자의 학습 환경을 최 의 조건

으로 조성해 주기 하여 출 물의 수집과 서고 리, 도서  이용에서의 규

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데 그 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한의 도서   독서진흥법은 도서   독서진흥을 한 환경 조성을 언

하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 한 지식·정보의 제공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도서 의 목 을 나타내는데 있어 남한이 독서진흥활동을 포함하여 보다 포

인 철학  개념으로 폭넓게 근한 반면, 북한은 도서 의 기능과 련

된 매우 직 이고 구체 인 목 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조 도서 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 과 기술문화수 을 높여주는 인민

학습의 요거 이다. 국가는 도서 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 운 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도서 의 정의로서 북한 도서 의 존립 목 이 단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항목이다. 곧 “도서 은 도서선 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당의 유

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명화, 로동계 화 하는 과정을 진하

며 그들의 문화기술수 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  명수행에 

극 이바지 하는 힘 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 한 문헌재부를 보  리하

는 요한 문화기 ”11)이라는 내용의 핵심을 사상의식수 과 기술문화수 을 

높인다는 의미로 간략화 한 것이고, 이러한 목 을 해 도서 망의 조직과 

개별 도서 의 운 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는 표 이다. 북한은 앞서 <표 

1>에 나타난 국가공공도서 망, 기 , 기업소도서 망, 사회 동단체도서

망 외에도 별도로 군부  도서 망1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이 도서 을 사회주의  명의 도구로 인식한 반면, 남한의 

도서 법에서는 도서 을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 하여 공  

11) 조선말대사전(1). p.760.

12) 조선대백과사전(7). p.250.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33

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이념  지향성의 근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3 조 출 물의 수집을 잘하는 것은 도서 의 장서를 늘이기 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도서 운 에 필요한 출 물을 우선 으로 보 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 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북한의 출 물은 사상성을 심으로 당해 기 이나, 선 선동부의 검열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공고화를 한 소재선택의 강제성이 부여된

다.13) 따라서 도서 에 보 되는 출 물도 과학기술 서 을 제외한 부분의 

책자는 사상검증이 된 자료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출 물, 특히 문학서

나 철학서, 오락서 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제 4 조 서고 리는 출 물을 보 하고 원상태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

는 서고를 생문화 으로 꾸리고 그 리를 과학기술 으로 하도록 한다.

서고 리는 남한의 경우, 도서 법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체의 자

료 리 규정정도로 취 될 사항이다. 그런데 북한이 도서 법 기본 사항에 

시설 리부문을 포함시킨 것은 북한법의 특징으로 보여 진다. 즉, 남한처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 내규나 련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구체 인 단

계를 밟아가는 남한과 달리, 체 인 요성을 고려하여 포 이며 선언  

규정으로 이 법이 만들어 졌음을 단 으로 보여주는 이다. 

13) 1974년7월4일 발표된 로동신문 사설에 따르면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자기의 창간을 선
포한 때로부터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여 왔으며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수령옹위에 복종시켜 
왔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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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도서 리용조직을 바로하는 것은 사회  학습기풍을 세우기 한 

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 의 리용률을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

북한은 도서 을 명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 의 이

용조직을 단히 요시하여 왔다. 과거 김일성은 도서 확 사업을 조선임

시인민 원회 시 부터 국가의 정강정책14)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발 계획에도 지속 으로 포함시켜 국가 으로 도서  사업을 장려한 바 

있다.15) 특히 필자가 김일성 작집의 담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북한이 

김일성의 교시에 맞추어 도서 사업을 극 추진한 흔 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16) 

제 6 조 도서 일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 자, 사회 학습의 조직자

이다. 국가는 도서 일군 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북한에서의 사서의 양성은 1976년부터 김일성종합 학 어문학부 도서 학

과에서 실시되었고, 그 후 등 제를 도입하여 장에서의 실무와 학습을 병

행하며, 사서검정시험을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김일성 저작집 2권. (1946. 1~1946.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127.

15) 통일원 편. 1996. 북한경제통계집  내용을 분석해 보면,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총회 리근모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
에 대하여”(1987.4.21)와 당 중앙위 제6기제21차 전원회의,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수
행 정형과 당면한 경제건설 방향(1993.12.8)”의 내용에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전국적으
로 15,000개의 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1)학생도서관을 통해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며 그를 통해 교양화 시킨다. 2)도서
관을 많이 짓되 지방에는 소규모(방 몇 칸 정도의 공간)로 짖는다. 3)도서관의 장서를 확충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출판할 수 있도록 한다. 4)독서 
후에 기본 내용(감상문)을 제출 받아 글 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5)도서관 건설
은 국수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하며 학교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6)학생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김일성저작집 47권 중 김일성의 
도서관관련 담화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송승섭(2001)의 논문 pp.81-8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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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자격은 수제17)로 시행하는 데, 이와 별도로 공이 많은 사서에게 공

훈사서와 인민사서라는 칭호가 수여된다.18) 공훈사서는 공훈칭호 사상 70번

째로 1988년 11월 24일 제정된 것인데, “인민 학습당과 도서 부문에서 

15년 이상 고착되여 일하면서 도서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 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사서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19) 인민

사서는 그 기간이 20년 이상 된 일군이 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반해 남한은 법6조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 운

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 문요원을 둘 수 있으며”, “사서직원은 1 정

사서, 2 정사서  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사서양성제도에 해 조건과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간에 단순비교는 무의미하지만, 북한도 체계 인 사서양성제

도와 련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에서 상당부분 사서직의 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국가 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도서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조를 

발 시킨다.

북한은 1970년 9월에 국제도서 연맹에 가입하 고, 국과 소련, 동구유

럽 국가를 심으로 한 구 사회주의권 국가와 국제도서교환사업을 해왔으며, 

이 조직으로 인민 학습당의 국제도서교환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17) 1급 사서 : 3개 국어를 습득하고 박사, 교수에게 레퍼런스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급 
사서 : 3개 국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3급 사서 : 2개 국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4급 사서 : 5급 또는 6급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급사서  :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여야 한다. 6급 사서 : 고등학교 졸업 후 3

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高哲義.(1986)참조).

18) 조선대백과사전(12), p.636.

19) 조선대백과사전(2), p.551.

20) 인민칭호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
하는 명예칭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민사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현재 인민칭호
로 구분된 11개 분야 중 인민기술자 부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조선대백과사전(28), 

p.6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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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국제도서교환사업을 “다른 나라 도서 들 사이에 유무상통의 원칙

에서 진행하는 출 물교류사업으로 규정하고 무  는 다무  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부족한 과학기술 서 을 입

수하는 한편 소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작을 해외에 홍보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단된다.22)

제 8 조 이 법은 도서 운 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 , 

기업소, 단체의 도서실운 도 이 법에 따른다.

남한의 도서 법이 제2조에서 공공, 학, 학교, 문, 특수, 병  등 종

별 도서 에 한 정의를 내리고, 국립 앙도서 을 비롯하여 장별로 각 도

서 별 련 규정을 시한 반면, 북한의 도서 법은 국가공공도서 망을 

심으로 한 소속별 도서 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 인 도서 망을 통

해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자기가 살며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모든 도서 을 이용하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사회주의  

이상을 드러낸 것으로 앙집 식 통제 형태를 보여 다.23)   

3.2 출판물의 수집(제2장) 

제 9 조 출 물의 수집은 도서 운 에서 나서는 선차 요구이다. 도서

은 필요한 출 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

하여야 한다.

21) 아래의 인명사이트를 살펴 본 결과, 과거 지리산 빨치산 대장 '이현상'의 아들로 잘 알려
져 있던 '이극'은 김일성종합대에서 교원을 한 공훈사서이며, 인민대학습당 국제도서교환
처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user.chollian.net/~imint/dict/nl.html

22) 조선대백과사전(6), p.248.

23) 조선대백과사전(6).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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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의 모든 출 물은 앙당의 과학, 교육부와 선 선동부의 심의 

하에 앙 출 사에서 편찬되고 있으며, 지방신문이나 소학교, 학교의 교과

서 보조 행출 , 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원문에 기 한 행출 , 해당 지

방의 필요에 따른 지방 련 소책자들 등 극소량의 간행물이 지방 출 사에서 

출 되고 있다. 각 지역의 도서 은 그 해당지역의 행정 원회에서 직  운

하고 있으며 그 행정 원회는 내각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는다.24) 

제10조 국가계획기 과 도서 은 도서 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 물수

집계획을 세워야한다. 출 물수집계획은 장서편성기 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같은 출 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모든 출 물은 하

나의 국가 인 출 물보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단 기 에 보 된다. 

보 사업의 2가지 원칙은 학습체계에 맞추어 모든 세 와 단 별로 골고루 보

하는 합리성의 원칙과, 필요한 시기를 맞추어 주는 시간성의 원칙이다. 특히 

도서 은 많은 사람들이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보 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 된 출 물은 앙의 출 물보 차

와 각 도서 의 계획 지표에 따라 앙으로부터 보 된다. 국가기 으로 앙

에는 앙출 물보 사가 있고 도에는 출 물 리처가 있으며 시, 군(구역)에

는 출 물보 소가 조직되어 있다. 앙의 보  계획은 출 물의 성격과 독자

상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인민경제부문별, 직업별로 보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별 도서 은 국가 보 계획을 참조하여 개별도서

의 장서편성기 표에 의해 신청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25)   

제11조 도서 은 출 물보 기 과 주문 약을 바로하고 도서, 신문, 잡

지 같은 출 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요하거나 가치있는 출

물은 먼  수집하여야 한다.

24) 이 내용은 탈북 인사와의 면담에서 확인한 것임.

25) 조선대백과사전(21).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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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해석에서 본 것처럼 북한의 출 물 보 체계는 상당부분 하달식

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별 도서 의 이용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효율 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제12조 출 물은 기증, 납본, 수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도 수집한다.  개

별 공민으로부터, 출 물을 수집하 을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다.

제12조에서 제시한 수집방법처럼 북한의 출 물은 일반 인 보 계획에 따

라 각 도서 에 배포되지만, 이  출 물이 아닌 복사제본자료가 포함될 수 

있고, 도서 이 아닌 책방을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책방을 통하여 주문, 

배정, 이동보 , 자유 매의 형태의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보아 개인 으로 책을 사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도서 과 책방에서 

교환형태로 책을 입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3조 출 물수집은 다른 나라와 호상 교환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의 승인을 받는다.

북한에도 상호 차제도가 있는데 국제 으로 이루어지는 국제도서교환제

도26)가 있다. 이는 앞서 제7조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해

당 기 은 각 지역의 당 행정 원회의 1차  지도를 받고 최종 으로 인민

학습당의 국제도서교환처와 같은 국가기 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4조 도서 은 수집한 출 물의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

물등록 장을 만들고 수집한 출 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서 도 수집한 출 물의 내용과 성격, 형태에 따라 등록하는 것

26) 조선대백과사전(6).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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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한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의 고  로작, 명 통자료, 

당해설자료, 각종 선 선동자료, 선 화 등 북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

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남한과 다른 이다.27)

제15조 등록한 출 물은 정해진 분류표와 자모순기호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북한은 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십진 분류와 유사한 방식을 사

용하고 있는데 과학도서 과 군 도서 을 한 ‘도서  서지 분류표’, 소규

모 공장  기업소의 도서실을 한 ‘도서  서지 분류표’ 간략본, 학생도서

을 한 ‘도서분류표’, 과학지식부문의 ‘ 앙과학기술통보사분류표’ 등을 쓰

고 있다. 편목에 필요한 목록 규칙으로는 ‘목록  서지기입법’을 사용하는데 

도서명 기본기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목록규칙의 유냐토.가토(ユニッ

ト. カ-ト)식 방법과 련이 있고, 서가 배열도 도서명자모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등록 차는 수집된 출 물을 종류별, 어문별로 구분해서 장서등록 장에 

서지사항(책제목, 자명, 출 기 , 출 년도, 책값 등)을 기록한 다음 등록

번호를 다. 그런데 특징 인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작 장이 각각 별

도로 있고, 기본 장으로 일반도서등록 장, 잡지등록 장, 신문등록 장, 

낱장출 물등록 장, 시청각자료등록 장, 특수기술문헌 장 등이 있다.

제16조 도서 은 열람, 출자의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축소필림과 록

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도 수집하여야 한다.

도서 자료의 형태는 남한과 다를 바 없으나,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볼 수 

있는 시설이나, 마이크로필름 독기 같은 기계들은 인민 학습당이나 김일

27) 조선대백과사전(16). p.461.,  

28) 조선대백과사전(6). pp.253-4, 高哲義.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 (1986),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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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합 학과학도서  등 일부 도시 도서  외에는 상당부분 부족하다. 그

러나 북한의 시군 도서 의 표 설계안에는 강의와 연구 활동  토론을 

한 시설은 부분 반 되어 있어 도서 이 사회교육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3.3 서고관리(제3장) 

제17조 서고 리를 잘하는 것은 출 물의 손상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북한은 서고를 잘 꾸리는 것은 나라의 귀 한 문헌재부인 출 물을 잘 보

리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는 데 요한 의의를 갖는 것30)으로 강조할 만

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18조 출 물은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구분하여 사로 다른 

서고에 보 한다. 축소필림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는 기술 요구

에 맞게 보 한다.

북한의 서고는 기본 으로 개방하지 않는 폐가식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

으로 서고를 기본서고와 보조서고로 나 어 운 한다. 도서  장서의 부분

을 보 하는 기본서고와 달리 보조서고는 과학지식부문별 는 독자계층별로 

조직하여, 실  의의가 크고, 이용률이 높은 출 물을 따로 보 하여 이용

시키는 것으로 남한의 참고자료실의 성격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고 

구분 방법으로 출 물의 종류에 따라 단행본서고, 잡지서고, 신문서고, 특수

기술문헌서고, 시청각자료서고들이 있으며, 별도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작서

29) 송승섭. “북한의 도서관 건축유형과 특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3.3), 

pp.127-149.

30) 조선대백과사전(13).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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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다.31)  

제19조 도서 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 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제시하는 서고 리의 기본은 기술  조건을 잘 갖추고 50~65%

의 상  습도와 18-28°C의 온도를 유지하고, 출 물들이 선, 공기, 먼지, 

미생물에 의해 피해 받지 않도록 소독과 노화처리를 자주하는 것이다.32)

제21조 도서 은 화기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 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

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애야 한다.  서고에는 인화성물질을 보

할수 없다.

도서 에서의 화재 방지를 한 선언  규정으로 이러한 장치들을 북한에

서는 불막이  불끄기 설비로 지칭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천장에서 터지는 

자동물뿌림 장치를 말하며, 방화기재로는 소화 이 있으며, 일부 도서 은 불

막이문이나 불막이벽33)이 설치되어 화재의 확산을 막도록 설치되어 있다.

제22조 도서 은 낡아진 책을 제때에 수리하며 신문, 잡지 합본을 정상

으로 하여야 한다.

북한은 합본을 잘하면 잡지와 신문을 서가에 배열하고 찾는데 편리할 뿐 

아니라 출 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효과 인 이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합본

을 장려하고 있다. 합본은 월간지는 1분기분을, 격월간지는 반년분을, 계간

지는 1년분을 기본 단 로 한다. 한 일간지는 한달분을, 격일간신문은 1분

31) 조선대백과사전(13).  p.586.

32) 조선대백과사전(6). p.252.

33) 조선대백과사전(11). pp.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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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주간신문은 반년분을 기 으로 합본한다. 제본 형태와 표지 구성은 남

한과 다르지 않은 데, 제본 방식은 임시로 가제본하여 이용하다가 완  제본하

는 방법과 처음부터 완  제본하는 방법이 도서  특색에 따라 선택된다.34)

제23조 쓸모가 없는 출 물은 제 한다.  출 물의 제 은 해당 기 의 

승인 에 한다.

남한의 도서 법 제8조에 따르면, “도서   문고는 자료의 효율  이용

을 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이 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

손된 자료를 폐기 는 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기 과 범 는 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북한에는 이와 같은 구체 인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제24조 도서 은 서고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에 

출입할 수 없다.

앞 서 제18조의 분석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기본 으로 폐가식운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 해서만 보조서고를 통해 개가제 방식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5조 도서 은 서고에 보 된 출 물의 실사를 정기 으로 하여야 한

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 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제본작업과 함께 장서 실사를 정상 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 요하

다35)는 을 강조하고 있는 데,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소  ‘고난의 행

군’시 (1990년  부터 90년  말까지) 도서  장서의 상당량이 도난, 유

34) 조선대백과사전(24). p.44.

35) 조선대백과사전(6).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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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되어 국 등지에서 팔려나간 사례가 있었다.36) 

3.4 도서관리용(제4장)  

제26조 도서 리용은 열람, 출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요한 사업이

다.  도서 은 열람, 출실을 알뜰히 꾸리고 열람, 출자의 편의를 

극 도모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도서 사업을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직  상으로 하여 진행하

는 독자와의 사업과 도서 의 물질 기술  비를 갖추는 도서  내부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도서  이용은 독자와의 사업에서 가장 요한 것

으로 주체사상의 무장, 문화지식수 의 제고, 과학기술의 보 을 통하여 

을 당 정책 철에 극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37)

 

제27조 도서 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일

보는 날자, 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북한의 도서  개 시간은 기본 으로 오  8시부터 녁 5시까지이지만, 

종별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제28조 도서 에 보 된 출 물의 리용은 열람, 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 물을 리용하려는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서  열람이나 일반 인 이용은 남한과 다를 바 없으나, 출에 

있어서 특징 인 것을 살펴보면, 외 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집단

36) 실제 통일부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입수한 많은 자료 중에는 북한의 도서
관명칭과 장서인이 찍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었다.

37) 조선대백과사전(6).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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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한 기 출이 있다. 이 기  출은 기 , 기업

소, 강좌, 부서, 공장, 동농장, 학교단 로 조직된다. 한 북한은 출제

도를 한 곳에서 모든 부문의 출 물을 다 취 하는 일반 출과 독자계층별, 

과학지식부문별, 어문별 형식에 따라 출 장소를 갈라놓는 놓는 문화된 

출로 구분하고 있다.38) 

제29조 열람, 출신청을 받은 도서 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 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출하는 출 물은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출한 출 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 물은 열람

실 밖으로 내갈 수 없다.

제31조 도서 은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 출, 이

동문고 같은 것을 조직할수 있다. 통신 출비용은 출을 요구한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담한다.

제29조에서 제31조에 한 사항은 출 물의 출 사에 한 사항으로 함

께 정리하 다. 북한의 도서  사는 출 물 사, 기계설비 사, 문답  통

보 사, 번역 사, 편의 사로 크게 5가지 형태로 나 어지는데 출은 그 

에서도 가장 요한 출 물 사에 해당된다. 출에 있어서 남한과 차이

이 있다면, 통신도서 출인데 이는 도서 에 자주 올 수 없는 지방이나 농

 근로자에게 우편을 통하여 책을 보내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남한의 국

립 앙도서 에서도 일부 지방의 이용자들을 하여 몇 년 부터 실시한 것

이지만, 북한은 인민 학습당이 만들어진 1980년  이 에 이미 시행된 바 

있는 통 인 도서  사의 한 방법이다. 통신도서 출을 신청하기 해서

는 신청서를 내고, 독자로 등록한 다음, 책의 서지사항이나, 심분야를 써서 

해당 도서 에 편지를 보내며, 이를 받은 도서 은 책과 함께 주제해설이나, 

38) 조선대백과사전(6). pp.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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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야 할 책의 목록, 반납일 지정 등을 담은 회답편지를 보내주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39) 

제32조 열람, 출을 요구하는 출 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 출이나 국

제 출을 조직할 수 있다. 출 물의 국제 출은 정해진 도서 이 한다.

국제간의 상호 출은 제7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상호 차를 

원활하게 하기 해서 제작되는 북한의 ‘도서련합목록’을 소개한다. 북한은 연

합목록제도를 1966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기 , 기업소들과 독자들 속에 

보 하여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효과 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국

의 과학 문도서 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과학기술도서를 상으로 한 연합목

록을 어문별, 과학지식별로 분책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서지사항 외에도 도서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이 목록들은 분기별로 1회 정기 으로 발행되고 있

는 ‘도서련합통보’를 종합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된다.40)

제33조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출한 출 물을 정해진 기간

에 바쳐야 한다. 도서 은 열람, 출한 출 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 으로 북한에서 도서  열람증을 발 받는 조건은 3번 이상 도서 을 

이용하면서 읽은 책을 기일 내에 정확히 반납하는가, 한 읽은 책에 한 

감상문을 어김없이 제출하는가에 따른 신용성에 기  한다. 한 열람증을 

발 받는다 하더라도 출 자료를 제때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3번이 되면, 

출이 지된다고 한다. 

39) 조선대백과사전(6). pp.253.

40) 조선대백과사전(6).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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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서 은 열람, 출자의 학습열의를 높여주며 출 물리용의 실효

를 높여야 한다. 열람, 출자의 수 에 맞게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

모임 같은 여러 가지 실효모임을 정상 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도서 에서 책을 빌려다보고 바칠 때에 그 책의 기본내용을 

로 몇 장씩 써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게 하면 도서 에서 빌려간 책

을 보지 않고 바치는 상을 없앨 수 있으며 학생들이  쓰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41)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의 모든 도서  특히 학생도서

에서는 반드시 책을 읽은 다음에 감상문이나 요약문을 제출해야 다음에  

다른 도서를 출받을 수 있다. 한 북한의 학교나 학에서는 “항일유격

식 학습방법”에 하나로 행군하면서 독서하는 “독서행군”과 “1만 페이지 책

읽기 운동” 등 다양한 독서행사가 국 인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제35조 도서 은 출 물소개사업을 극 벌려야 한다. 출 물소개사업은 

도서 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북한의 출 물 소개의 표 인 활동은 도서 람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

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당창건기념일, 공화국창건기념일과 국가 인 

명 을 기념하여 국 인 도서 람회가 열린다. 도서 람회는 주제별도서

람회와 새책 람회로 구분되고, 운 기간에 따라 상설도서 람회와 임시도서

람회로 나 어지는데 평양에는 상설 국가도서 람회장이 마련되어있다. 

부분 김일성, 김정일 련 서 과 과학기술서 이 주종을 이룬다.42) 특히 김

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한 람회는 국 등 해외에서도 매년 

열린 바 있다.43)

41) 김일성 저작집(3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427-8 (1977. 1~1977. 12), 

42) 조선대백과사전(6). pp.254-5.

43) 필자는 2000년 이후, 하얼빈에서 조선출판물수출입사가 주관한 북한도서전람회와, 연변
대학에서 평양출판사 가 주관한 북한도서전람회, 그리고 베이징에서 매년 중국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바 있다. 국제도서전의 특징은 도서 이외의 각 종 그림과 
도자기, 우표, 기념화폐, 각 종 시청각자료, 서예작품, 사진과 기념품 등 다양한 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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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서 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 기술통보강의, 과학

리론강의, 과학강연 같은 과학기술보 사업을 계획 으로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문가를 비시켜 할수 있다.

제37조 도서 은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체자료, 문헌개  같은 

출 물소개자료를 편집발행하여 열람, 출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

다. 열람, 출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제36조와 제37조는 북한에서 구분하는 도서 사의 종류 에 문답  

통보 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를 북한은 도서  사의 질  

수 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기고 있는데, 남한의 정보(참고) 사실에 해당하

는 문답실을 운 한다. 통보 사는 통보강의, 문헌해제와 같은 구두통보, 도

서 시회와 같은 물통보, 새책안내, 련합통보, 통보출 물과 같은 출 물통

보, 신문방송을 통한 통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번역 사가 있는 

데 주로 과학도서 에서 외국과학자료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사이다.44) 강

의와 강연은 주로 평양에 소재한 인민 학습당에서 이루어지며, 이 곳의 강

의는 일종의 사회교육방송으로 통신교육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제38조 기 ,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 의 건물과 시설을 소 히 다

루며 그것을 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 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에 한 사항은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기 별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료를 한자리에서 보고 살 수 있다는 점이다.

44) 조선대백과사전(6).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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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

제39조 도서 사업에 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서 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한 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 사업에 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 운 을 개선 강화하도록 한다.

북한의 도서  지휘 체계는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앙 집권  국가 

지도 체계이다. 모든 군 도서 은 당 교육 원회와 교육성을 통해 각 지방

에 있는 해당 지역의 행정 원회의 직 인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학도

서  등 일부 과학도서 은 소속 기 의 당  통제와 지도를 받는다. 북한에

서 도서 이 요 기 으로 인정되는 데는 정책 으로 양면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 체계 확립을 한 

사상주입과 당의 노선  정책 철을 한 주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서 의 본질  기능으로서 사회문화  교양기 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 기 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측면이다.45) 따라서 어떤 이유든 

간에 도서 이 앙 당  해당지역 당 원회로부터 철 한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 물이 교육과 함께 정치화 도구로써 활용

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0조 도서 사업에 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 인 지도 에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기 이 한다.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기 은 도서

사업을 정상 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도기 이란 당이나 사회단체의 일정한 단 의 사업을 지도하는 

45) 북한의 도서관 확대 정책에 대해 한 탈북 인사는 195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해 새로운 북한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는 소위 지주, 자본가, 친일파 등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수립된 시기였다고 설명하면서, 일제강점시기에 못 먹고 못 살던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의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대다수가 무지몽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새로운 사회와 북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였으며, 그 수단과 방법으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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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이 기 의 구성은 해당 단 의 소속원으로부터 선출되거나 상 조

직에서 임명하게 된다.46)    

제41조 해당 교육기 과 과학연구기 은 도서 운 을 화, 과학화하기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극 받아들이며 

도서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문가를 망성 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북한의 교육기 과 과학연구기 을 지원하는 기 으로 과학기술통보기 이 

있다. 과학기술통보기 은 앙  기능을 수행하는 앙과학기술통보사와 정

무원 원회, 부  기타 앙기 들에 조직된 부문별 과학기술통보기 , 각 

도 행정경제 원회에 조직된 지역별 통보단 ,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

들에 조직된 말단통보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통보사업

은 체 으로 국가가 일 으로 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복

이나 혼란이 없다.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내각을 비롯한 각 기 은 과학기술

자료를 통하여 과학기술과 생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를 연계

시킴으로써 상호간 조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47) 

북한 도서 의 반 인 화․과학화는 더딘 편이지만, 재 북한에서 

인트라넷 형식의 각 종 네트웍에 연결하여 사용 인 단 의 과학기술분야 

종합데이터베이스인 ‘ 명’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3천만 건에 이르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 과학과 기, 석탄, 농업, 양어 등 경제기술 자

료, 800여 종의 최신 과학 기술잡지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은 1997년부터 북한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자료 보유기 인 앙과

학기술통보사 서버와 인민 학습당 서버를 이블로 연결해 양 기 의 데

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이를 토 로 국 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

터 네트웍이다. 앙과학기술통보사의 서버는 모뎀과 공 화망, 시외 

이블 화망 등을 통해 김일성종합 학과 평양시내 수백 개 기 , 기업소 등 

4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말사전, p.1055.

47)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이춘근(2001)의 글 pp.38-42의 내용을 북한 원전(조선대백과사전19. 

p532)과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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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개 기 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컴퓨터망에 가입하면 과학기술자료 

검색, 자우편, 홈페이지 검색, 자료 송 등을 할 수 있다.48) 

제42조 국가계획기 과 로동행정기 , 재정은행기 , 해당 기 은 도서

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비품, 자재, 자 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서  운 을 실질 으로 보장하는 3  국가기 이 있다. 먼 , 

국가계획기 은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 작 국이며 참모부로

써 국가계획 원회와 도지구계획 원회가 있으며 반 인 인민경제계획화사

업을 문으로 맡아보고 있다.49) 다음, 로동행정기 은 북한의 노동행정정책

을 집행하는 내각의 로동성을 비롯하여 각  행정기 과 기 , 기업소, 사회

동단체들의 행정부서를 말한다.50) 끝으로 재정은행기 은 국가의 재정 리

기구체계에 속하는 기 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 의 하

나인 재정성을 비롯하여 지방인민 원회의 재정부서가 있다. 한 인민경제

부문 재정 리기구들로 기 , 기업소의 재정부서와 해당 성의 재정부서, 도

기 의 재정부서들이 있다.51) 남한으로 말하면, 기획 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있겠고 그 산하 기 의 력과 

지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인민경제발 계획의 계획지표에서 

도서 련 부문도 분담되어 있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3조 도서 사업에 한 감독통제는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감독통

제기 이 한다.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감독통제기 은 도서 사업

정형을 정상 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48)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민족21 (2001.8)의 pp.40-49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49) 조선대백사전(3). p.113.

50) 조선대백사전(7). p.499.

51) 조선대백사전(20).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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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서  지도기 의 종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재로서는 그 

상으로 보아 인민 학습당 조직과 조선도서 회가 표 인 기 이다. 여

기서는 조선도서 회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사)한국도서 회에 해당

하는 북한의 조선도서 회는 1953년 7월 23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조

직된 도서 들과 도서 문가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조선도서 회는 북

한의 도서   서지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한 연구사업을 진하며, 도서

  문일군들 사이의 조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과학문화정책을 빛나게 

구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회회원에는 정회원과 

회원이 있으며, 원장52), 부 원장, 서기장, 원들로 구성된 상무 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회 산하에 과학도서 분과, 군 도서 분과, 학생도서

분과, 학교도서 분과들과 도서 리론연구 원회, 서지학 원회, 출 물교환

원회, 도서 건물  기계화 원회 등을 두고 있다. 회는 한 도서 학, 

서지학 분야의 과학연구계획의 수립과 분공, 도서 사업과 서지사업에서의 

실무 인 차의 통일성보장, 출 물의 공동수집과 목록의 공동편찬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며 이 분야의 문일군들을 한 학술토론회, 강습, 

경험발표회 등을 조직한다. 조선도서 회는 1970년 도서 회연맹에 가

입하여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의 도서 회  그 산하 도서

들과 출 물교류, 출 정보교환, 과학연구 성과의 통보사업을 진행하며 

표단을 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 왔다.53)

제44조 열람, 출한 출 물을 분실하 거나 손상시켰거나 도서 시설물

을 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 리용을 지시키실 수 있다.

제45조 이 법을 어겨 도서 사업에 엄 한 결과를 일으킨 기 ,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  는 

형사 책임을 지운다. 

52) 조선도서관협회 위원장은 현재 인민대학습당 총장인 최희정이 겸임하고 있으며, 최희정
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하다(North Korea Directory 2005. Ed. by Radio Press).  

53) 조선대백과사전(17). p.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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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와 제45조는 앞서 제8조에서 규정한 도서 운 에서의 원칙과 질서

를 도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다소 구체화 한 것으로, 출 물의 분실

과 손상, 도서  시설물의 손한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  보상방법을 시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사항을 어겨 엄 한 결과를 래했을 경우에 한 처

벌에 해서는 구체  사안의 명시 없이 다만 형사  책임을 지운다고 했다. 

북한에서의 형사책임은 범법행 에 근거한 형법을 법률  기 로 하여 재

소의 결을 필수 으로 요구하며 형벌 용을 그 방법으로 한다는 에서 

민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과 구별된다.54) 따라서 상기 조항은 그 구체  

범법행 가 무엇인지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방  차원에서 엄격한 법 용

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분석

4.1 북한 도서관법의 주요 특징

북한 도서 법의 특징을 알아내기 해 먼 , 남북한 도서 법의 형식 인 

면에서 그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도서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1998년 1월에 

채택된 뒤, 1999년 1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가 정령 제350호로 

수정한 것이다.  남한의 도서 법이 1963년 10월 28일 제정되어 도서 법, 

도서 진흥법, 도서   독서진흥법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2003년 5월 29

일 최종 개정까지 13차례 개정55)되어 온 것에 비해 북한의 도서 법은 비교

 최근인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 단 1차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만큼 북한에서는 도서 법에 한 사회  요구가 크지 않았고, 도서

법 제정이 도서  운 상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앞 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법의 체계상 실정법의 제정이 행정행

나 실생활에 있어서 내외 으로 미치는 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54) 조선대백과사전(24). p.327.

55) 홍완식. 문광부의 ‘도서관법 개정시안’의 문제점. 국회도서관보 제41권제8호(2004.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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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56) 

2) 이 법을 만들고 의결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되는 기 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무기 으로 두고, 의원의 자격

을 확인하는 자격심사 원회를 포함해 법제 원회, 산 원회, 외교 원회, 

통일정책 원회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  추인

기 에 불과하여 실제 인 권한을 갖고 있는 남한의 국회와는 크게 비된다. 

3) 법체계상의 상을 나타내는 정령(政令)은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 인 

최고인민회의 휴회 에 최고주권기 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가 발

령하는 법규범의 한 형식으로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이은 법

 구속력과 권 를 갖고 있다. 지난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는 앙인민

원회가, 정권수립 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가 각각 정령을 채택, 공

포했으며 앙인민 원회 정령의 경우는 드물게 주석 명의로 공포되기도 했

다. ‘조선말 사 ’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헌법이나 법률상의 규정을 실행

하기 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훈령 명

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7) 따라서 남북한의 법은 다 

같이 형식 으로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친 법이지만, 북한의 도서 법은 실

질 으로는 ‘명령’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남한의 법체계가 

기본 법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북

한의 법체계는 상하 법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의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56) 실제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른 저작권문제만 해도 북한은 2003년에서야 저작권 관
련 국제협약인 베른 조약에 가입했고, 저작권법을 만들고 저작권사무국을 개설했다는 점
에서도 북한에서의 실정법적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57) 정령 발령 대상으로는 훈장 제정, 기념일 제정, 선거구 획정, 내각구성법, 관료 임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발표된 정령을 효력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북한전역을 대
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 경제 각 부문, 각 기관·기업소, 협동단체, 개별 주민 등에만 
한정되어 효력을 나타내는 것 2가지로 대별된다(http://www.nkchosun.com/glossary/glossary.html 

검색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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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북한 도서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비교 분석

북한의 도서 법을 3단원에서 내용 인 측면에서 남한의 도서 법과 비교

해 보았지만, 상호간의 법 구성에서 일치되는 항목이 거의 없어 단히 제한

으로 이루어 졌다. 다음은 <표 3>을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남한의 도서 법은 9장 54조이고, 북한의 도서 법은 5장 45조로 조

항의 기술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체 으로 

차이가 크다. 제1장에서는 남한이 모든 종별 도서 의 정의와 개념 설명, 

의무  벌칙 제반 이용 형태, 도서 련 기 사항을 포 하여 기술한 반면에, 

북한은 북한도서 의 운 에서 기본이 되는 출 물의 수집, 서고 리, 도서

이용, 도서  지도  통제에 한 내용을 밝  크게 비된다. 

2) 남한이 제2장(국립 앙도서 )부터 제7장(문고)까지 종별 도서 의 

설립과 업무 내용에 을 둔 반면, 북한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제1장에

서 정의한 도서  운 의 기본 요소인 자료수집과 리, 그리고 이용 사와 

국가의 지원체계에 한 내용을 제1장보다 세부 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

해 북한의 도서 법은 도서 에 한 국가  방향  개념설정 등 법  정신

을 구체화한 남한의 기본법  성질과는 매우 다르게, 종교교리와 같은 정언 

명제식 조문과 실질 , 실용  단에 기 한 실무  조문이 혼용되어 있어 

법  형식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단된다.

3) 좀 더 구체 으로 보면, 남한법의 경우 종별 도서 의 설치와 운  

방향에 한 기본 지침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북한은 도서 의 설치는 

물론 도서  종류에 한 나열조차 없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우리나

라와 같이 국립, 공립, 사립의 구분이 필요 없고, 법령에 따른 차  계보

다는 국가지도 체계 하에 모든 도서 이 당과 교육 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행정 원회의 직 인 지도를 받는다는 에서 근본 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4) 사서직의 배치, 구분, 자격요건, 연수 등에 해 남한의 도서 법은 제

6조를 통해 그 부분을 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앞서 제6조와 제41조에서 사서직의 역할과 문가 육성에 해 나름 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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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제와 사서검정 리시험제도를 실시하고, 공훈사서와 인민사서를 두고 

있으며, 국가  심에 한 표  등 도서  직원에 한 사회  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도서 법 상에서는 구체 으로 

시되어 있지 않아, 실 인 운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악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5) 이는 북한의 법체계  특징과 련된 것으로 실정법  구속력 보다는 

최고 층의 지시나 당의 행정지도가 앞서다 보니 법의 기본부분은 김일성의 

교시나 담화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철학  성격의 선언  표 이 심이 되

고, 그 다음 장부터는 매우 실무 인 안 성격의 문제들을 포 으로 조문

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법 제2장부터 많은 조문이 도서 운

을 포 하는 자료 리규정이나 이용규칙처럼 차나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지

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도서 법을 비교할 때, 남

한의 도서 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실정법  상을 확보하여 기본

법  성격을 유지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나 당의 운 지침으로 지시

되었던 여러 사항들을 최근에 와서 법 으로 형식화 한 것으로써, 북한의 도

서  운  체제 내에서 인 향력을 갖는 법이라기보다는 참고  성격

의 기본 지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남북한의 도서관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구  성 주  요  내  용 구  성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목 (제1조), 정의(제2조), 도서   

문고의 종류(제3조), 학도서 등의 

이용제공(제4조), 도서   문고의 

시설․자료(제5조), 사서직원 등(제6

조), 문화시설과의 력(제7조), 자

료의 교환․이 ․폐기  제 (제8

조), 9조  10조(삭제),  등의 

기부(제11조), 사립도서   사립문

고에 한 지원(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지(제13조), 도서 회 등의 

설립(제14조)

도서 법

의 기본

목 과 의의(제1-2조),출 물의 수집

(제3조), 서고 리(제4조), 도서 이

용조직(제5조), 도서 일군(제6조), 

국제교류(제7조), 원칙과 질서(제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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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      한 북      한

구  성 주  요  내  용 구  성 주  요  내  용

제2장
국립 앙
도서

국립 앙도서 (제15조), 업무(제16
조), 자료의 제출(제17조), 국제표
자료번호(제18조)

출 물의 
수집

의의(제9조), 계획(제10조), 차(제
11조), 방법(제12조), 호상교환(제
13조), 등록 장의 정리(제14조), 분
류방법(제15조), 수집자료의 종류(제
16조)

제3장
공공도서

설립(제19조), 업무(제20조), 공공
도서 의 설립․운 등(제21조), 공
립공공도서 의 운 (제22조), 공립
공공도서 의 지도․지원(제23조), 국․
공립도서 의 장  운 원회(제
24조), 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
의 등록(제25조), 사립공공도서 의 
지도․지원(제26조), 사립공공도서
의 폐 (제27조), 사립공공도서 의 
보조(제28조), 사용료(제29조), 자
료의 제출(제30조)

서고 리

의의(제17조), 내용, 형태에 따른 보
방법(제18조), 난방, 조명, 환기시

설(제19조), 소독계획( 선, 유해곤
충 등(제20조)), 화재사고방지(제21
조), 수리, 제본(제22조), 제 차
(제23조), 서고통제(제24조), 장서

검(제25조) 

제4장
학도서 설치(제31조), 업무(제32조), 

지도․감독(제33조)
도서 리

용

사태도(제26조), 이용시간(제27조), 
이용방법(제28조), 신청자료 제공과 

출목록작성(제29조), 열람․ 출자
료의 훼손방지(제30), 통신 출과 이
동문고(제31조), 상호 출과 국제
출(제32조), 출자료의 반납(제33
조), 독서회 등 도서 행사(제34조), 

시회 등 출 물 소개(제35조), 과
학기술보 사업(제36조), 출 물소개
자료 발행(제37조), 도서 시설보호
(제38조)

제5장
학교도서 설치(제34조), 업무(제35조), 

지도․감독(제36조)

도서 사
업에 

한 
지도통제

지도통제의 의의(제39조), 지도기
(제40조), 도서  기술자, 문가의 
양성(제41조), 국가기 의 도서 지
원(제42조), 도서 에 한 감독(제
43조), 분실, 훼손지료의 보상(제44
조), 법의 수와 책임(제45조) 

제6장
문․특

수도서
설립 등(제37조), 병 도서 의 설치
(제37조의 2), 용(제38조)

제7장 문고
문고의 설립(제39조), 문고의 운
(제40조)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57

구 분
남      한 북      한

구  성 주  요  내  용 구  성 주  요  내  용

제8장
도서

력망

도서 력망의 구성(제41조), 앙
의 업무(제42조), 지역 표 (제

43조), 력등(제44조), 력망의 
운 (제45조)

제9장 독서진흥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46
조), 도서교육등(제47조), 독서의 달 
행사등(제48조), 학교등의 독서진흥
활동(제49조)

제10
장

보칙

권한의 임․ 탁(제50조), 련부
처와의 조(제51조), 연차보고(제
52조), 과태료(제5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차(제54조)

5. 결  론

북한의 도서 법을 알아보기 해서는 먼  북한법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북한의 법은 “당 정책을 실 하는 가장 직 이고 강력한 일상

인 수단으로 리한 무기”라는 사회주의법  특성을 갖고 있다.58) 따라서 법

은 정치의 표 이고, 법의 당성이 규범성에 우선한다. 따라서 북한의 도서

법은 당의 직, 간 인 정치행 의 도구로 볼 수 있다. 한 당의 정책과 행

정행 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지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계

는 필자의 앞 선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는데, 북한 도서 의 발 과정은 김

일성 작집에 나타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는 조선 백과사

을 비롯한 모든 북한의 출 물에 일 되게 기록되고 행정행 에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법 형식에서 사회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북한의 도서 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조문 자체의 가언명제  근

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축조심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

한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서 법을 련 근거를 찾아 자료간의 상호 연

58) 권재열. 2004. 북한의 법체계. 서울; 집문당.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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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분석함으로써 포 이나마 그 의미와 해석을 통해 북한의 도서  문화

를 제도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한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도서  운  체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실들을 상

당부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서 법은 비교  최근인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 최고

인민회의 상임 원회의 정령으로 단 1차례 수정된 만큼 법제정에 한 사회

인 요구가 크지 않았고, 도서  운 상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 따

라서 북한의 법체계상의 법 용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둘째, 남북한의 도서 법은 법의 형식과 체계에서 근본 으로 달랐고, 법

의 구성 조항에 있어서도 비교 상이 거의 없었다. 남한의 도서 법(10장 

54조)이 도서 의 종류별 정의와 의무사항, 그리고 각 종 도서 의 설립과, 

큰 틀에서의 도서  업무에 한 국가  방향설정 등 기본법의 상과 내용

을 갖춘 반면, 북한의 도서 법(5장 45조)은 제 1장을 심으로 정언 명제

식 조문이 선언 으로 표 되고 있고, 이하의 체 내용은 도서  운 의 기

본 요소인 자료의 수집과 리, 이용 사와 지도감독 등 구체 인 내용을 

포 으로 담고 있어 실무 인 지침서 수 으로 제정되어, 기본법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도서 을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지와 인민을 명화, 로동계

화하는 과정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  명수행에 극 이바지 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는 반면, 남한은 도서 을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

존·축 하여 공  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

습·교양 등 문화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도서

에 한 기본 인 인식과 이념  지향의 차이 이 나타났다. 곧 북한사회 

체의 이념  편 이 도서  문화에도 왜곡 상을 래하 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운 체계에 있어 북한의 도서 은 앙집 식 통제와 지도를 통해 

당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치  도구로 운 됨으로써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조문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리체계 , 선행연구에 밝

지지 않은 내용을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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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도서 망 에 별도의 군부  도서 망이 있다. 2) 북한은 1988

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된 사서로써 훌륭한 업 이 있는 사서를 공

훈사서와 인민사서 칭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체계 인 사서양성제도를 갖고 

있다. 3) 국제 인 도서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민 학습당 국제도서교

환처가 있다. 4) 앙출 물보 사와 출 물 리처 등 북한의 출 물의 보

체계와 출 물의 등록 차가 밝 졌다. 5) 북한은 서고를 기본서고와 보조서

고로 나 어 사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작서고를 별도로 운 하고 있다. 

6) 북한의 서고 리의 기본조건은 50~65%의 상  습도와 18~28°C의 온

도 유지이다. 7) 북한에는 개인 출 외에 기 출이 활용되며, 통 으로 

통신도서 출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8) 상호 차를 한 ‘도서련합통보’가 발

행되며, 연합목록제도가 196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9) 학생도서 을 심으로 

도서  이용의 기본 조건으로 감상문이나 요약문 제출을 요구한다. 10) 국가 

기념일이나 명 에 국 인 도서 람회가 성행한다. 11) 과학 문도서 을 

심으로 외국자료의 번역 사나 통보 사가 요시된다. 12) 도서 자료로

는 사상  자료이외에는 과학기술서 이 시되며, 도서 에서 과학기술교육

도 실시한다. 13) 북한의 도서  사업에 한 지도 통제는 지도기 과 력기

 사이에서 유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 인 지도기 으로 조선도

서 회가 있다. 14) 북한의 축차간행물 제본 방법은 남한과 비슷하며, 월간

지는 1분기분을, 격월간지는 반년분을, 계간지는 1년분을 기본 단 로 하며, 

임시로 가제본하여 이용하다가 완  제본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15) 표

인 과학기술통보기 으로 심  역할을 수행하는 앙과학기술통보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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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evaluating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a result, information 

policy is considered essential among them in most countri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largest library in the nation, has a plan to build a website to 

support people who are in charge of national policies in various areas. In this 

paper, plans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ll 

be explained and I intend to inquire into the concepts and elements of policy 

information. Analyzing the latest trend of information policy in USA and China, I 

suggest that Inter-departmental Web Service System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users to information not by the formation of government 

institutes, but by the type of users and thei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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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자원은 국가경쟁력을 단하는 가장 요한 요소로 엘빈 토 러는 

지식정보자원을 최고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올 권력이동의 핵심이라고 하

고,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경제사회에서 통 인 생산요소인 노동력, 자본, 

토지 등과 같은 동일한 자원으로 유일하고 가장 의미 있는 자원이라 정의하

고 있다.2) 

최근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 이션 도구의 이용 증가는 국가 지식정보자원

제공 정책에 많은 향을 끼치고 정보정책을 실 해가는 요한 수단으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은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홍

보하고 참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기 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 에 

경쟁  우 를 가져다주는 요한 도구로 활용되므로 국가는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망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 앙도서 은 국가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서지정보의 생성  문헌

유통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문헌정보기 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근

과 정책정보지원을 한 서비스체제로 환하기 하여 2004년 11월 도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정책자료과를 신설하고 이를 주

축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생산되는 공공지식정보자원을 체계 으로 수집

하고, 정부의 정책 활동을 실제 으로 지원하기 하여 국민과 국가기 (그

리고 그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한 

략  정책정보서비스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 각 부처  산하ㆍ소속기 의 자료실을 네트

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자인 공직자를 

상으로 정부간행물 등 정책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정책정보자료로 구성하여 정부부처자료실과 조체제하에  

one-stop으로 정책정보 맞춤정보서비스(SDI)3)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2) P. Drucker, "The new Society of Organizations." Havard Business Review(Sept-Out 1992), pp.95-104.

3)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문헌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별로 요구하는 정보를 기록하여 두고 요구
에 알맞은 최신의 정보를 검색하여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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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 

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 각 부처의 략  목표에 맞추어 정부부처와 정책

실무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인터넷

을 활용하여 극 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 앙도서 이 주축

이 되어 정부부처자료실과 같이 정책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새로

운 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역동 인 지식 메커니즘에 

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로 하여  

명한 략  술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  정책정보의 개념과 요건, 외국의 정책정보서비스실태를 

살펴보고 국립 앙도서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발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정책정보

2.1 정책정보의 필요성

정책정보는 정책 단과 결정의 기 를 이루는 것으로 바른 단과 결정을 

해서는 충분한 양의 정책정보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

이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 하고 사회변화의 속도가 크고 빠른 실에서는 

국민생활의 반에 걸쳐 향을 미치는 정책에 한 바른 단과 결정은 매

우 어려운 과제이나 능동  정책결정을 하여 해당 정책과 련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충분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여 이와 유사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

를 사 에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일 수 있는 것

이다. 

충분성, 신뢰성, 성, 안정성이 고려되어 확보된 다양한 정책정보자료는 

정책입안자의 정책문제와 련된 정확한 상황분석과 정책 안의 개발, 합리

 분석, 평가  수정, 통계 성과평가를 해서 필연 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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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정보 개념과 구성

정책정보란 정책과정 반에 걸친 각 정책 활동에 유용하도록 구성된 자료

로 정책결정자는 물론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로 

국가 내에서 생성된 모든 지식정보, 국가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정보, 국

가 내에서 생성된 공공정보 즉 공공기 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정보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지식정보는 공공성이라는 지배 인 특성

을 가지고 제도 , 재정 , 기능  측면에서 서로 다른 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4).

이에 따라 국립 앙도서 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정보는 주로 국가 내에

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공공정보로 국가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

고 요구되는 정보로 정책 환경에 한 정보자료, 정책문제와 정책수단에 

한 정보자료, 국민의 의견과 반응에 한 정보자료, 정책 효과와 정책통계에 

한 정보자료로 일반정보와 함께 행정정보를 포함하며, 정책정보는 <그림 

1>과 같은 순환성을 가진다.5)

<그림 1> 정책정보 순환성

자료
정책정보 정책분석활동 정책정보

2차적 정보 산출1차적 정보 산출

4)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 등의 도서
류는 국립도서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보존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수행한 디지털자
원은 사업단위, 추진기관 단위로 관리, 유통 체계가 형성

5) 정책분석론/강근복 저. 大永文化社, 2002. p.238

2차적 정보의 저장

1차적 정보의 정보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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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의 구성은 정책 활동에 실제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수 에 따라 기술  정책정보와 략  정책정보로 나뉘며, 수집과 생산의 

에서 1차 정보와 2차 정보로 구분한다.  

  기술적 정책정보

   조직의 운 이나 리통제와 같이 조직 내부의 일상 인 리 활동을 

   지원하기 한 정보

  전략적 정책정보

   일상 인 운 정보와 달리 조직외부 환경에 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미래의 행동 노선이나 목표의 선택과 같은 략 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정보

  1차 정보

   정보수집활동에서 확보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과정에서 활용

   되도록 제공되는 정보

  2차 정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제작과정을 거쳐 생산한 

   정보로 각종 새소식, 록, 목록 등으로 작성하여 제공되는 정보

2.3 정책정보의  요건

정책정보가 정책과정에 활용되기 해서는 시성, 신뢰성, 수정가능성, 포

성, 공개성, 수집ㆍ생산과 활용비용의 렴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정보의 

요건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기에 정책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① 적시성

시기 으로 박하고 효과가 큰 정책결정을 수행하려면 정책결정자의 

요구에 맞게 상황변화를 면 히 악하고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

여 필요한 시간 내에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68 웹 기반에 의한 국가정책정보 서비스

② 신뢰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명

확한 정보는 명확한 정보 달을 가능  하며, 문제해결을 증진시키고 정보에 

한 오류와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수정가능성

좋은 정보는 기존 지식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어느 시기, 상황, 문제에나 용

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집된 정보를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성 있는 정보 확보의 필요조건이다.

④ 포괄성

정보의 범 는 넓고 깊을수록 유용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상은 시간차원에서 과거, 재, 미래에 련되며, 공간 으로 세계 이며, 내

용면에서는 모든 정책의 역에 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개성

정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정보를 독

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결정의  과정이 합리 으로 이루어지

기 해서는 수집된 정보는 체계 으로 정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

에 공개되어야 하며 과정이 공개 이고 일 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⑥ 수집ㆍ생산과 활용비용의 저렴성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생산, 활용과 련하여 투입되는 인 , 물

 자원은 정보비용으로 이 비용은 정보의 이용에 따른 편익과 비교하여 정

수 이어야 한다. 질 으로 우수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생산비용이 높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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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정책비용이 증가를 래하기에 좋은 정보라 할 수 없다.

3. 각국의 정책정보 서비스 

3.1 미국 정부정책정보 서비스 기본 방향

미국의 연방정부는 일 부터 정부정보의 수집과 유통에 심을 가지고 정

부에서 생산한 각종 정책정보를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에 서비스 

하여 정보수집분야에서 국가 인 경쟁우 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간행물 수집과 보존 유통을 하여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에 의하여 각 주에 2개 이상의 도서 을 선정하여 이들 도서 에 

정부간행물을 공 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 공 을 하여 정부간행물 출

국(Government Printing Office)6)은 앙 정부의 각 부처나 기 에서 간

행한 출 물을 추가로 마이크로 피쉬 등으로 인쇄하여 Federal Depository 

Library에 보 하고 문서마다 고유의 번호(SuDoc Number)를 부여하여 

리한다.7) 한 미국의 학도서 은 정부간행물 수집담당 문사서를 배치하

여 정부간행물을 수집하고 미국도서 회 연차회의 등을 통하여 각종 간행

물 수집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90년  미국의 정보정책 서비스는 많은 정부기 들이 정보제공환경을 만

드는 과정에서 그 부서의 내부 조직구조를 그 로 반 하여 정보를 제공하므

로서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기 의 조직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를 찾

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여 많은 정부 기 들은 각  기

에서 생산되는 정부정책정보를 정부 조직구조에 의한 정보제공환경이 아닌 

기  서비스 상의 신분이나 역할에 따라 정보를 조직하여 서비스 하고 있

6) Government Printing Office :미국 정부 각 부처, 국회, 연방정부 기관에 생산하는 정부간행
물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기구로 정부간행물을 법률에 따라 배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비
치하며,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에 판매하며, 미국 정부간행물 정보를 제공하는 Access 웹 
서비스 제도 운영 Ben's Guide to U.S. Government for Kids 콘텐츠 제작

7) 미국은 외국의 정부간행물의 확보를 위하여 각 국가의 국립도서관과 정부간행물 교환협
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한ㆍ미정부간행물교환협정을 체
결하여 1966년부터 미국정부간행물의 전량을 마이크로 폼으로 수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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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과학기술정보나, 통계정보와 같은 특정주제분야에 해서는 다수의 

정부기 들의 정보자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게이트웨이에서 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8)

<그림 2> The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회도서  홈페이지의 이용자 구성을  

kids/Families, Librarians, Publishers, 그리고 Visitor로 구분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도 이용자를 Kids, Students, 

Educators, Media & Press, Researchers, Industry, Employees로 구

분하여 정보이용자의 수 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Access 웹 서비스 제도 :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웹 환경을 
통해 미국정부간행물에 대한 정보 제공

   Tomas 웹 서비스 : 미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에서 1995년 연방정부의 정보자
료 제공 환경을 웹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자료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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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제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는  건강 련 정보의 게이트웨이

인 www.healthfinder.gov, 과학기술정보 게이트웨이 www.science.gov, 

정부통계자료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www.fedstar.gov 를 구축 운 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앙정부는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

터  자료의 생산으로 문지식이 있지 않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기는 매우 어렵기에 미국 정부는 모든 정부서비스  정보가 연

결된 포털 정부사이트를 구축을 시도하 다. 

3.2 미국 정부 포털 FirstGov

미국 정부 포털 FirstGov시스템은 1998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구상한  

WebGov 웹 포털 시스템이 부처간의 갈등  산부족으로 이를 실 시키지 

못한 실패의 교훈에서 탄생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림 3> FirstGov 정부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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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통령은 1999년 12월 7일 “ 자정부”에 한 “ 통령의 지침(The 

President’s memo)”을 통해 연방정보 통합포털에 한 강한 의지를 보

다. 2000년 6월 역사상 처음 시행한 인터넷 연설을 통해 90일간의 일정으

로 모든 정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FistGov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여 미국의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 주도해 2000년 9

월 22일 서비스를 개통하 다. 

FirstGov(www.firstgov.gov)는 5천만 개 이상의 미연방정보 웹 페이지

에 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처  정부산하 단체, 주

정부  지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를 통합 으로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한 색인, 이용자 형태에 따른 주제별 

디 토리를 제공한다. FirstGov는 정보제공  검색도구로의 활용은 물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와의 각종 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며, FirstGov를 

통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9) 이로 인하여 다양한 민원  거래를 하여 해당 부처 웹 사이트

를 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FirstGov 시스템은 국립 앙

도서 이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정보 웹 포탈시스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3 중국국가도서관 정부부처 서비스

국국가도서 은 종합연구도서 으로 국가기 , 핵심과학연구기   교

육기 , 일반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이다. 국국가도서 의 정부부

처에 한 문헌정보서비스가 강조된 것은 개 개방이후 정부체제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앙기 의 정책  법규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한 

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문헌정보 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국의 

국가 앙기 은 90%이상이 자체도서 이나 자료실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 의 자료실의 문헌부족과 낙후된 설비, 사서 인력의 부족은 행정서비

스 수행에서 문제 으로 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부터 국가인사부, 

9)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민원의 종류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각 종 민원서비스는 해당 부처
의 웹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irstGov의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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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   발 원회. 국가노동  사회보장부에 국가도서 분 을 설립

하여 국가 정책을 한 정책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각 분 조직은 해당부서에 속해 있으나 그 임무는 해당 부서의 조사, 연구, 

논증, 정책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자료를 조사하여 국가도서 에 요청하

면 국가도서 은 이에 따른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도서 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도서 출, 해당분야 문헌에 한 문  자문 제공, 연

구 로젝트참여, 문연구  조사 분석, 보고서 제출 등으로 국가도서 이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국가도서 의 국가 앙기  산하의 각부와 원회에 설립된 분 의 

기능에 하여 국국가도서  陳力부 장은 “국가 앙기 의 입법  정책

결정과정에 해 국가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연장선상이며, 정보 

공유를 실 하기 한 효율 인 조치라고 생각 한다. 각 분 도 더 이상 기

존의 작지만 효율 인 도서 이라는 무리한 역할을 강요 당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10) 이것은 국가도서 이 출제도 등을 통하여 각 부처에서 필

요로 하는 각종 정책참고문헌, 문서 , 공공문헌을 서비스하고, 국가도서

의 인 자원, 설비자원, 문헌정보를 활용하여 업무효율과 입법  정책결정 

수 이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국가도서 은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에도 법률자문을 한 자료

를 제공하고 그 밖의 당과 국가지도자가 문 연구자료나 문헌의 출처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한 서비스도 담당하는 등 공직자에 한 맞춤정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4. 국가 정책정보 웹 포탈 서비스 계획 

국립 앙도서 은 문헌정보 수집  축 기 으로 정부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정보(정부간행물 등)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제공해야 할 막 한 임무를 

10) 중국국가도서관의 서비스 및 역할 강화 / 陳力, 2003. 제7차 한중국립도서관업무교류 주
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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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각종 문헌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부분 정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정부간행물은 일반상업 인 자료와는 

달리 부분이 비매품으로 그 발행에 한 정보 악이 어렵고 부수도 제한

으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간행물 등 정책정보의 수집을 해서는 일

일이 해당부처에 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소재가 악된 자료도 발행

부수의 제한 등으로 배포시기가 지나면 되어 국가문헌으로 수집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한 각 부처에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정보도 정부조직

에 한 이해와 문지식이 필요하여 해당부처 정책 입안자가 아닌 정부의 

조직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정부정책 정보 입수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수반되어 정부정책의 결과물인 각종 정부자료와 데이터가 사장되어 

정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 앙도서 은 정부간행물

을 보다 체계 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국가문헌수집의 임무를 다하

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정보의 활용을 진시키기 하여 국내 상호 계에 있는 각 부처와 력

하여 부처간 공동노력으로 정책정보 웹 포탈을 구축하고자 국가 정책정보 웹 

포털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서 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이용의 환경변화는 곧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

는 서비스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 이션 수단의 발

과 사용이 증하고, 자출 이 확산되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지

식정보가 제공되어 가정, 사무실, 연구실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

서나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이용환경에서 정보

이용자는 비교를 통한 선택과정을 통해 도서 에 근하고 도서 에 한 요

구는  더 극 이고 새롭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서 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개별 도서 이 가지

고 있는 역량을 통합하여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

트를 구축하여 한층 업 그 이된 서비스로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도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학술 인 가치를 지닌 정보와 정부정책에 

한 다량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

보와 차별화 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품질의 도서 의 정보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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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웹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하여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웹 정보의 단 인 

정보의 휘발성으로 인한 불완 성과 웹 자료 가치를 보완하고, 불특정다수에 

한 서비스를 개별 이용자의 심분야에 맞춘 양질의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맞

춤형정보서비스를 구 하는 것이다. 정책정보 웹 포탈서비스를 추진하기 

하여 국립 앙도서 은 다음과 같은 기반구축을 한 제도를 실시하 다. 

4.1 정책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4.1.1 정책정보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정부자료실과 상호 력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정보

지원 활동  국민 정책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정보지원 실무 비 원회를 문화 부 등 5개 부처 사서, 국립 앙도

서  부처담당자 6명과 함께 총 11명으로 구성하 다.

실무 비 원회에서는 정책정보 지원 운 방안에 한 사항과 정책정보 지

원 시범도서 을 선정, 정부자료실 력망 구성에 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국립 앙도서 과 부처자료실의 력에 의한 공동 발 방향에 한 역할을 

담당하며, 2006년부터는 이를 발 으로 해체하고 정부부처자료실 의체로 

구성하여 운 하고자 한다.

4.1.2 정책정보서비스 시범기관 지정 

정책정보 시범기 으로 교육인 자원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문화 부, 

국가인권 원회가 선정되어 2006년 3월까지 정책정보 시범서비스가 실시된

다. 시범서비스는 실무 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참고하여 문헌정보서비스, 정

책정보맞춤서비스, 원문정보 DB공유, 목차DB제공, 정부간행물 수집체계 수

립과 련한 서비스를 시험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기반으로 

테스트 단계를 거쳐 지원기 을 정부 22개 부처로 확 하고 이후  국가기

  공직자로 서비스를 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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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정책정보자료 기관대출 제도 운영

국립 앙도서 은 각 부처  기 의 정책 활동에 실질  도움을 주고자 

정책자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도서  소장 자료의 기 출 제도를 폭 

확 하여 정책업무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극 활용하도록 개선하 다. 

자료 출방법은 각 부처의 기 장이 외 출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첨부

하여 신청하면 언제든지 출가능하다. 출자료 범 는 국립 앙도서  소

장 자료  원본이 있는 복본자료의 경우 복본자료로 출하며, 서양서, 기탁

자료 등 외국자료의 경우 원본자료로 출한다. 다만 국가 표도서 의 국가

문헌 보존ㆍ 리상 다음에 열거한 자료는 외로 한다. 출 책수  기한은 

1회 10책( ), 10일 이내 출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기

출은 2005년까지 앙행정기 을 상으로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공공기 에 확 할 계획이다. 

- 대출예외자료 -

  1. 귀중자료와 고서                         2. 특수자료

  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자료, 신문자료.  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  

  5. 개인문고                                6.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7.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8.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4.1.4 각 부처별 전담 사서제 운영

정책정보의 기반을 이루는 자료는 그 문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확보된 

정부간행물이다. 각 부처에서 수집되는 정부간행물을 분야별로 문화하여 

안정 으로 수집하기 한 제도로 각 부처별 담 사서제를 운 한다. 부처

별 담 사서제를 통하여 담사서는 각 부처 자료실과 력 계 유지하고 

부처별 발간자료를 악하여 정책기획자료  정부간행물을 안정 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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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정보 서비스체제 구축에 일조한다. 담사서는 총 8명으로 구성하

다. 정부부처별 담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부부처별 전담내용

분  야 정부부처 관련주제 및 주요업무

농림, 해양,

환경

농  림  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축산

해양수산부  해양, 항만, 수산, 어업

환  경  부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등

교육, 문화 

교육인 자원부  교육 반,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문화 부  문화, , 체육

국  방  부  국방, 군사, 비군 등

국가보훈처  국가유공, 보훈

건설, 정보
건설교통부  건설, 사회간 자본, 물류개선, 운수산업 

정보통신부  정보, 통신

행정, 국방, 법제

행정자치부  행정, 공무원 련, 지방자치제도, 선거

법  무  부  법무행정, 인권, 고시, 출입국 리 등

국가인권 원회  인권침해, 국제인권

법  제  처  법제, 행정심

노동, 경제

노  동  부  노동 련, 근로조건의 기 , 노사 계

재정경제부  경제, 융, 외환정책

기획 산처  기획, 산, 정부입법 

보건, 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의료보험, 국민연  등

여  성  부  여성정책, 성폭력, 보육업무, 남녀차별 등

통일, 외교

외교통상부  외교정책, 여권발 , 해외이주 등

국정홍보처  국가정책, 홍보

통  일  부  통일정책, 남북교류, 이산가족 등

산업, 과학
산업자원부  산업, 무역, 에 지,  지하자원 등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원자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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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정보 서비스 내용

4.2.1 정책정보 서비스 종류

(1) 상용 데이터베이스 무료 제공

2006년부터 실시할 정부부처에 한 상용 데이터베이스 제공  디지털 

참고 사에 비하여 정책정보 시범서비스 기 에 국립 앙도서 이 구입하

고 있는  세계 특허정보, 생명과학정보, 국방 분야, 해외일간신문 등의 상

용 DB를 지원하고 있다. 재 시범기 에 제공하고 있는 DB는  세계 특

허정보인 Delphion Patent 등 11종이 제공되고 있다. 

<표 2> 상용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데이터베이스명 내      용 형태사항

1 Delphion Patent
 세계 특허정보, 기술정보, 기업정보를 총 망

라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원문  제공
WEB

2
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에서 발간되는 문  일간신문. 수록연도 

’86~
WEB

3 ANSI-Complete

미국표 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Association) 1918년에 설립되어 국가 산업발

  기술보호를 한 국제규격의 국가표 화, 
국내규격의 국제표 화를 지원하는 기 으로 세

계 각국에서 제정된 규격  국제규격의 록을 

수록

WEB

4 ASTM-Complete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규격은 미국의 거의 모든 공업
재료에 한 용어, 제품  시험방법을 규정한 

규격. 약 11,000여종 정도 제정.

WEB

5
BIOSIS
Previews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포

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록제공

WEB

6 IEL

IEEE와 IEE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 물의 Full- 

text(원문)를 수록. 기, 자, 산, 컴퓨터과
학, 응용과학, 기타 기술공학 련 분야에서 세

계  명성을 얻고 있는 DB로서 , 회의록, 

기술규격 등 정보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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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데이터베이스명 내      용 형태사항

7 ISO-Complete

국제표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에 설립되어 130

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 표 화 기구이며, 

기ㆍ 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격을 

제정. 재 약 13,000여종의 국제규격 발간

WEB

8
Jane’s Defence 

Online

세계 200여 정보원으로부터 육군, 해군, 공군, 

군사, 국방 분야를 수집하여 연감(26종), 

(11종) 원문 제공

WEB

9

ProQuest 

ABI/INFORM 

Complete

경 경제 련 최 의 데이터베이스. 원문 자료

의 부분은 1988년 이후부터 수록, Business 

Week 등의 핵심 은 1987년부터 제공

WEB

10

ProQuest

Academic

Research Library

일반 참고   세계 으로 많이 요청되고 있

는 의 정보를 제공. 1971년부터 인문사회, 

교육에 이르기까지  주제 다룸

WEB

11 Washington Post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미국의 표 인 일간신문. 

수록연도 ’86~
WEB

2006년에는 22개 부처로 확 하기 하여 시범기  5개 부처와 건설교통

부 등 17개 기 을 상으로 28개 자료를 상으로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

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요를 조사하고 우수 자료를 추천 받았다. 

(2) 상용 데이터베이스 원문자료 E-mail 송

우리 이 소장하고 있는 상용데이타베이스를 정부기 자료실에서 필요한 

정보는 원문을 E-mail로 송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정부자료실 상용 DB

목록검색⇒정책자료과 요청서 수⇒요청자료검색⇒원문다운로드⇒원문 송

의 차를 거쳐 제공한다.

(3) 소장문헌 제공서비스 지원 

국립 앙도서  기 출 규정에 의한 문헌제공과 복사  팩스 서비스를 활용

하여 문헌을 제공하며, 각 부처에서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자료를 조사하

여 이를 국립 앙도서 이 구입하여 기 출제도 통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4) 정부부처자료실에 메일링 서비스

정부부처와 련 있는 이슈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착자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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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정부부처에서 질의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공직자 맞춤정보 서비스

각 부처별 업무분석을 통한 고 공무원 맞춤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직자

가 신청한 심분야에 한 소식과 신규로 입수되는 정책분야 자료에 한 

목록ㆍ목차ㆍ원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6) 국립 앙도서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국립 앙도서 이 구축한 원문 DB, 목차 DB, 학술기사를 제공하며, 정부

자료실의 소장정보를 통합한 목록정보  소재정보, 각종 원문정보(발간 간

행물, 연구보고서, 국외훈련보고서, 신 련자료, 통계자료, 최근소식, 보도

자료, 홍보자료, 신문정보)를 통합하여 링크 서비스한다.

4.3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정책정보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 하며, 정부 정책정보 웹 포탈을 

향한 시작이다. 도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책정보서비스” 메인 메뉴를 신

설하여 운 한다.

<그림 4>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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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구성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정책자료 소개

정부간행물, 동북아자료, 동북공정  고구려사등 역사 련자료, 독도

문제, 정부정책 로젝트자료, 해외 인자료, 국제기구기탁자료 등 각 

정책별로 수집자료 소개

 정책정보 DB 소개

    정부기  생산 DB

    국립 앙도서  구입 상용학술 DB

    동북아 련 DB

    OASIS11) : 온라인수집시스템 로젝트 자료 링크

 정책자료 신간안내

    정책자료 련기 에서 발간한 신간도서를 선정하여 소개

      표지이미지, 내용 소개, 목차정보 등 

 핵심이슈서비스

    정책 활동  핵심이슈 련(기획자료) 정보서비스

     - 목록제공 서비스 : 부처담당사서  시범기  자료실 사서가 핵심

이슈를 선정ㆍ제공하면 이와 련한 자료의 목록을 제공

    게시  운   SDI 서비스 동시 제공

 최신동향 서비스

    각종 정책연구과제별 최신 동향에 한 련 정보 제공

    국정 리핑 - 링크 http://news.go.kr/

    정부부처 최신뉴스 - 링크

11)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디지털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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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정책정보디지털참고서비스

   정부기   공직자가 심 있는 연구 주제에 하여 웹 폼을 통하

여 질문을 하면, 부처담당사서가 E-mail로 답변을 제공하는 디지털 

참고서비스

 새소식

   정부간행물실, 동북아자료실  시범기  자료실 공지사항, 뉴스 소개

 정부기관자료실

   5개 시범기  자료실(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가인권 원회) 소개, 홈페이지 링크 등

 관련사이트

    정부기   

    동북아 련기 , 단체, 학회 등

    국제기구

    해외한국학 련기

    정책 련연구기     

 자료찾기: 우리관 소장자료 검색기능 제공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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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정책정보서비스 계획은 국가 표도서 의 국민서비스 기능에 있어 에 

없는 새로운 도 과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기술 인 

면에서 각 부처에서 운 하는 정책정보제공 웹 사이트는 상당한 수 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이용의 측면에서 본 시스템의 구성은 정보이용자의 측면이 

아닌 정부조직 즉 부처 주로 조직되어 있고 민원서비스에 을 맞추어져 

있으며, 제공되는 자료도 정부 련 정보나 정부 생산정보에 한 검색  

원문을 제공은 하는 웹 사이트는 많지 않다.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가 선진국과 같은 기능을 다하기 해서는 앙정부에 산재한 1차정보, 동향

정보, 각종 분석정보를 통합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문화하고 다양화하여 개별 도서 만으로는 정부에 한 

국민의 정보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 이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방

안은 각 부처별 도서 의 경험과 정보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국

가문헌정보 수집  축  제공기 인 국립 앙도서 이 각 부처 도서 과 함

께 정책정보 포탈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각 부처의 조  

최고 정책입안자의 심과 조다. 미국의 FirstGov: www.firstgov.gov가 

정책 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실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수반인 

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정부의 일 된 정보정책, 검색엔진의 무상지원 

등 사회의 지원, 소 규모 제의 운 , 짧은 마감시간이라는 통제  상황과 그 

시한을 정한 사람이 통령이었다는 요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 앙도서

의 정책정보 웹 포탈서비스 계획이 성공 으로 실 되기 해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심이 으로 요청된다.

다음 <그림 5>는 국립 앙도서 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정보 통합서비스 계

획도이다. 이 계획에서와 같이 통합시스템은 정부부처간의 력을 통한 정부

부처자료실 활성화도 그 하나의 목표다. 각 부처자료실이 해당부처의 정보센

터로서 부처 내 정책정보자료를 리하고 지원하므로서 부처자료실의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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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고 정보수집  분석가로서의 사서의 역할도 증 하리라 본다.

<그림 5> 정책정보 통합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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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교육의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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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riv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school libraries in reducing the library anxiety. For this job,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fluences the 

levels of library anxiety. Three freshmen classes of H middle school were 

selected. Prior to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 pre-survey was conducted. 

A post-survey was also done after the session, along with personal interviews for 

more details. The investigation found out that after taking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ll major elements of library anxiety level decreased, especially on the 

‘affective barriers’ section. Although the highest anxiety level was shown in this 

section, students' anxiety gradually decreased and changed toward positive 

directions after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uggestions for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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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식과 정보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 하고 있는 정

보사회에서는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요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한 정보이용교육 과정

을 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 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

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21세기 

학교 교육을 한 제7차 교육과정4)을 마련하 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재량활동5)의 신설  확 , 수 별 교육과정의 

도입, 질 리 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 정보화 사회에 비한 창

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사 활동 

심으로 지식을 일일이 나열하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기본 인 원리

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습자가 지식의 장고에

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검색해내고 분석, 평가, 종합, 이용하

는6) 정보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가르쳐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이용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학습의 장이 바로 학교도서 이

다. 교사에게만 의존하는 일률 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들의 개별성과 다양성 

등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학습 

자료의 집 체인 학습자원 센터7)로서의 학교도서 인 것이다. 정보이용능력

을 배양하기 한 정보이용교육은 특별활동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

4) 교육인적자원부, 제 7차 교육과정 개요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3-18.

5) 재량활동이란 학교의 실정과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교과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는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유소영.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26집(1994): 58.

7) B. K. Striping. “Learning-centered libraries : implication from research”, School Library Media 

Quartly , 23(1995): 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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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독립 인 교과목 형태로 행해질 수도 있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력

으로 이루어진 도서 력수업의 형태로 여러 교과목에 통합되어 행해질 수

도 있다. 물론 가장 이상 인 정보이용교육 방법은 모든 학교도서 에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사서교사의 주도 하에 창의  재량활동 시간이나 교

과재량활동 시간의 기타 과목으로 개설되어 독립 인 교과목의 형태로도 수

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긴 한 조로 진행되는 

통합교과목 형태로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장

에서 사서교사의 배치는 단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에서 제시한 통합교과

목 형태나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독립교과목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교

육은 아직은 이상 일 지도 모른다. 

재 부분의 학교 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보이용교육은 특별활동시간

을 활용한 단기  수업이며 그 상은 주로 신입생들이라 할 수 있다. 학

교의 경우, 신입생들은 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학교 분 기 때문에 긴장

감을 갖는다. 등학생들은 학교 규정, 복장, 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

로운 생활을 하 지만,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엄격해진다. 서

열화 된 학에 들어가기 한 입시지옥이 학교 때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만약 그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가 비평 화 체제라면 특정 명문 

고등학교에 한 선호로 고등학교 입시는 과열될 것이며,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심각한 스트 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분의 신입생들은 상  학교로 진학하면서 낯선 교육 환경과 교

육 과정, 새로운 사람들에 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불안심리를 경험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안심리는 개 부정 인 반응을 일으킨다. 컨 , 

심리 인 불안이 수반하는 결과로 생리 , 정신치료 , 행동 , 정서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인 불안과 같은 맥락에서 신입생들은 상  학교로 진학한 후 등학

교 때와는 다른 도서  환경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도서  이용규칙을 경험

하게 되면서 도서  불안(Library Anxiety)을 경험하게 된다. 도서  불안

과 련하여 나타나는 상들 역시 일반 인 불안심리와 같이 염려, 좌 , 무

기력, 긴장, 공포, 부정  생각, 불확실, 심리  혼란 등 부정  측면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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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다.8)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동료와 선후배들과 정보 

교류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용하기도 하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공간인 도서 에서 이와 같은 불안심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도서 을 이용하

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원활한 도서

 이용을 해서는 도서  불안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한 

다양한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신입생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 완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하여 알아보고 도서  불안 완화를 한 정보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

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정보이용능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학교도서  정보이

용교육에 해 분석하 다. 다음으로 도서  불안의 개념은 무엇이며 도서  

불안 척도의 하  역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해서 분석하 다. 

셋째, 학교도서 에서 신입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의 해소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연

구 결과를 분석하 다. 넷째,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을 토 로 도서  불안을 

완화하기 한 정보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하

여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 다. 구체 으로, 신입생을 상으

8) 권나현.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8권 2호
(200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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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한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

구를 해서 설문지 조사 방법과 면담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이

를 해서 경상북도 소재 H여  신입생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올바

른 정보이용교육을 해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했고, 연구

진이 직  신입생들을 상으로 별도의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찰과 체

계 인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하 다. 이 게 선정된 신입생들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고, 설문지에 수록된 설문사항은 도서  불안 척도

(LAS) 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의 수 과 학교의 실을 고려하여 재구

성하 다.

연구의 진행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 앞서 신입생들이 도서  불안의 여러 가지 역  어떠한 요소에 반응을 

보이는지에 하여 사 조사(pre-test)를 실시하 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을 실

시한 후 도서  불안 요인에 한 그들의 반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하여 사후조사(post-test)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H여  신입생들 에

서 3개 학 을 선정, 총 112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시행하 으며, 이들은 

학교 입학이 에는 제 로 된 정보이용교육을 받아본 이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어서 면담을 병행하 다.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양  데이터를 분석함으

로써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겠지만 정보이용교육이 개인의 도서  불안 요

인에 구체 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 해서는 면

담법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단하 기 때문이다. 면담 상으로

는 정보이용교육을 받은 신입생  3월부터 4월 까지 많은 책을 출하고 

도서  이용이 아주 활발한 학생과 간정도의 이용률을 보인 학생, 도서  

이용 횟수가 조하고 출권수가 은 학생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6명

을 선정하 고, 면담은 반복 으로 시행하 다. 이를 통해서 수집된 면담 내

용  연구 진행에 있어서 요하다고 단되는 사례들만을 취합하여 조직하

고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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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가. 정보이용교육

정보이용교육은 학생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

다. 기본 으로 정보사회 자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의 요성을 

악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하

는 것, 정보를 찾기 한 탐색식을 수립하고 탐색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방

법을 익히는 것, 이를 통해서 나아가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배우는 것, 자

주 인 학습 능력인을 길러내는 것 등이 정보이용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학교도서  이용교육이 단순히 통 인 읽기 능력을 강조한 반면, 

향후 학교도서  이용교육은 단순한 서지교육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보를 왜 찾아야 하는지, 찾은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로 무엇

을 할 것인지에 한 비  사고(critical understanding)를 가질 수 있도

록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학교도서  정보이용교육의 목 은 단순히 정보이용능력

을 길러주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  수용력(cultural literacy)을 갖

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도구는 책읽기가 되어야 한다. 독서야말로 비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필수 인 요소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

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도서  이용교육의 

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9) 

나. 도서관 불안과 도서관 불안 척도

도서  불안이란 도서 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방

해하는 인지 , 정의 , 생리 , 행동 인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불안하고 불

9) 장덕현.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3권 1호
(20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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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감정을 의미10)하는 것으로 멜론(Mellon)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1)

첫째, 다른 학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기술을 보면 아주 능숙해 보이는

데, 자신은 그 지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

둘째, 본인이 당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능한 감정을 느끼는 상

셋째,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잘 몰라도 질문하

는 것을 피하는 행

이와 같은 멜론의 도서  불안이론을 시작으로 하여 도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에 보스틱(Bostick)은 도서  불안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보스틱의 도서  불안척도는 도서  불안을 구성하

는 주요 요인인 5가지 하  역으로 나 어져 있고 총 43개의 검사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 5가지 하  역에 한 구체 인 항목은 다음과 같

다.12)

- 제 1 역: 직원으로 인한 장벽(Barriers with staff)

- 제 2 역: 정서  장벽(Affective barriers)

- 제 3 역: 물리 인 장소로서 도서 의 편안함(Comfort with library)

- 제 4 역: 도서 에 한 지식(Knowledge of the library)

- 제 5 역: 기계로 인한 장벽(Mechanical barriers)

10) Anna M. Van Scoyoc. “Reducing Library Anxiety in First-Year Students : The Impact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and Bibliographic Instruc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 

Vol.42 No.4 (2003): 330.

11) Constance A. Mellon. “Library anxiety :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1986): 160-165.

12) Sharon L. Bostic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 Ph.D. diss. 

Wayne State University, 1992: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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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연구 설계

가. 연구대상

조사 상은 경북에 치한 H여 으로 1991년에 개교하여 재 체 30

학  규모이며 교직원수는 61명이고 학생수는 1,074명이다. 

<표 1> H 여중 학생 현황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 수 10 10 10 30

학생수 375 345 354 1,074

H여 에는 2003년에 처음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었으며, 그 까지는 국

어 교사가 도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도서 을 개방하 다. 한 2003년 기에는 교실 1

칸 규모에 장서 수 약 6천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열람공간이  없

는 열악한 도서 이었지만, 2003년도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상학교로 

선정되면서 차츰 도서 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표 2> H여중 도서관 현황 

위치

면  적
자료관
리프로
그램명

열람석
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보유 장서 수 보유 기기

교실
칸수
기준

㎡
기준

도  서
자료수

비도서
자료수

정기
간행물
종 수

합계 프린터 PC 복사기 스캐너 합  계

4층 3칸 192 DLS 77 220 11,127 152 11 11,290 3 10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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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내용

H여  신입생  3개 학 을 선정, 총 112명의 학생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을 상으로 2005년 3월 9일부터 이틀간 사 조사를 실시

하고, 3월 11일～3월 20일까지 신입생을 상으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

다. 정보이용교육은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시간 1시간과 창의  재

량활동시간 1시간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고, 정보이용교육이 끝나고 난 

후 같은 문항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정보이용교육시간 1차시에는 도서 의 역할, 도서  이용규칙과 , 한

국십진분류법과 청구기호에 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2차시에는 퀴즈를 내어

서 제시한 청구기호에 해당하는 책을 서가에서 찾은 후 조별로 정답을 맞추

는 게임을 하 다. 그리고 본교 도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여러가

지 자료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해서 설명하 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보스틱의 도서  불안 척도를 기 으로 조사하 으

며, 도서 의 물리  장소로서의 편안함에 한 요소는 도서 이용교육의 효

과를 직 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 하에 제외하 다. 이 논문에서는 

각 역별 표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과 학생의 발달정도와 수 , 

도서  황에 맞는 문항들로 구성하 다. 설문 분석 방법은 각 문항에 한 

응답수를 체 응답수로 나 어서 백분율로 계산 한 다음 그 수치를 표로 나

타내어 분석하 다. 

2.2 조사결과

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우선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 하여 조사하 다. 이는 도서 을 운 하는 

주체인 사서교사와 도서부원들로 인하여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주 함이나 

불편함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역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정보이용교육을 실

시하기 에 신입생들이 직원으로 인하여 심리  좌 감을 맛보거나 혹은 도

서 을 이용하는 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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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신입생들이 사서교사에 한 인식이 부족

한데다 다른 교과 교사처럼 수업을 통해서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

이라 분석된다.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중학교에 와서 사서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서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처음 알게 되었지요. 사서선생님은 일

반 교과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거리감

이 느껴지는 게 사실 이예요. 그래도 지난 번 정보이용교육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약간

의 친 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서선생님과 마주칠 기회가 자주 있다면 선

생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겠지요?13) 

수업시간에 사서교사에 해서 설명하기 이 까지 아이들은 사서교사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사서교사에 한 이미지나 

역할에 해서 정 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사서선생님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7 6% 2 2%

그 다 17 15% 3 3%

보통이다 37 33% 23 20%

그 지 않다 37 33% 55 49%

결코 그 지 않다 14 13% 29 26%

합  계 112 100% 112 100%

13) 학생 K와의 면담, 2005년 3월 29일 오전 8시 30분,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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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서선생님은 항상 바쁘셔서 나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보인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3 3% 0 0%

그 다 25 22% 4 4%

보통이다 51 46% 33 33%

그 지 않다 23 20% 56 56%

결코 그 지 않다 10 9% 19 19%

합  계 112 100% 112 100%

다음 문항에는 직원의 ‘불친 ’이라는 구체 인 표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설문에 응한 학생들 에서 ‘정말 그 다’ 혹은 ‘그 다’에 의사를 표한 몇 

명의 학생들은 문항에 있는 ‘사서선생님’이란 단어에는 두 을 고 도서부원

에 동그라미를 쳐서 특별히 도서부원을 지목하여 ‘불친 하다’라고 구체  의

견을 표시한 학생들도 있었다. 를 들면 학생 J는 평소 도서부원에 하여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저는 도서부원의 표정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서부원이 출  앞에 무표

정하게 앉아 있거나 웃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출 에 앉아 있는 도서

부원은 표정 관리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14)

도서부원에 한 이러한 의견의 이면에는 실제로 도서부원으로 인하여 불

쾌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들도 있겠지만, 도서부원과 교우 계가 원만하지 못

하거나 개인  감정이 답에 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도서부원을 

선정할 때에는 교사의 추천이나 학업 성  이외에도 교우 계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들과 얼마나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4) 학생 J와의 면담, 2005년 3월 30일 오후 1시 30분,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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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서선생님이나 도서부원은 불친절하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1 1% 1 1%

그 다 4 4% 2 2%

보통이다 24 21% 14 13%

그 지 않다 56 50% 70 62%

결코 그 지 않다 27 24% 25 22%

합  계 112 100% 112 100%

사서교사나 도서부원들로부터 느끼는 막연한 거리감은 정보이용교육 시간

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좁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서교사나 도서부원이 

도서 을 운 해 가는 방향에 해서 안내해주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설명

함으로써 처음에 가졌던 부정 인 이미지가 정보이용교육 실시 이후에 반

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용

자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직원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정서적 장벽

이어서 신입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서 인 요인에 의해 불

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측정하 다. 구체 으로 ‘정서  장벽’은 도서

 이용규칙과 자료구성, 혹은 자료검색 방법이나 배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당황하지 않는지, 혹은 도서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막막하거나 부끄러움

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을 알아보기 한 역이다.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는 도서  자료구성에 해서 잘 모르고 있

다고 답한 학생이 체의 61%를 차지하 다. 그러나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에는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 다. 학생들은 그동안 단순히 도서

 여기 기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에 띠는 책을 꺼내 들어 도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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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읽거나 출해 가는 것이 부 으며 도서  자료의 구성에 해서는 크

게 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도서  자료의 구

성에 하여 알게 된 학생 S는 이 게 얘기했다.

사실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도서관이 어떤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

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을 통해서 도서관의 자료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고 같은 주제의 책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이제는 도서관이 어떤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15)

학생들은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도서 이 ‘도서자료’ 이외에도 ‘비도서자

료’,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으며,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경우도 문학에만 치 하지 않고 십진분류법이라

는 체계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표 6> 도서관이 어떤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18 16% 3 3%

그 다 50 45% 7 6%

보통이다 28 25% 28 25%

그 지 않다 13 12% 57 51%

결코 그 지 않다 3 2% 17 15%

합  계 112 100% 112 100%

자료검색 방법에 한 질문에서는 사 조사 결과 부정 인 반응이 체의 

62%로 나타났으나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13%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그 

이유는 정보이용교육 시간에 원하는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 으

로 습득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업을 받은 이후에도 자

15) 학생 S와의 면담, 2005년 4월 1일 오후 4시,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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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데 여 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어, 

후속과정(follow-up)으로서 수시로 보충 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수업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없

어요. 찾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지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검색하시는 것을 보

긴 했지만 며칠 있다가 저 혼자 검색하려니까 잘 안되던데요? 다시 여쭈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직접 서가에 가서 찾아보았는데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16) 

체로 학생들은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서 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을 비롯하여, 

나아가서는 일반 인 인터넷 검색시스템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에 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 다. 

<표 7> 필요한 자료가 있을때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25 22% 3 3%

그 다 45 40% 11 10%

보통이다 29 26% 35 31%

그 지 않다 10 9% 50 45%

결코 그 지 않다 3 3% 13 12%

합  계 112 100% 112 100%

 

마지막으로 “도서 에 있으면 부자유스럽다.”라는 질문에 하여 정보이용

교육 실시 에는 53%의 응답자가 ‘그 지 않다’ 혹은 ‘결코 그 지 않다’라

고 답하 으며 정보이용교육 실시 이후에는 75%의 응답자가 ‘그 지 않다’ 

혹은 ‘결코 그 지 않다’라고 답하여 체로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정보이용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 히 도서 을 이용해 본 

16) 학생 L과의 면담, 2005년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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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은 학생 L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 다.

도서관은 선배들과 함께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면 선배들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편하게 행동하는 데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17)

<표 8> 도서관에 있으면 부자유스럽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5 4% 3 3%

그 다 18 16% 2 2%

보통이다 30 27% 24 21%

그 지 않다 36 32% 58 52%

결코 그 지 않다 23 21% 25 23%

합계 112 100% 112 100%

‘정서  장벽’은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과 실시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역으로 실제로 신입생들은 정서  장벽에 의해서 가장 큰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  장벽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

감은 정보이용교육으로 인해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드러났다. 즉, 신입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도

서 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한 그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를 알지 못해서 느끼는 심리  좌 감이나, 소외감, 불안감은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입생들은 도서

 불안 역  ‘정서  장벽’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한 이 불안은 정

보이용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해서라도 반드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역의 마지막 문항은 “도서 은 아무나 선뜻 들어서기에는 낯설고 어

17) 학생 L과의 면담, 2005년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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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다” 는데, 도서 에 들어서는데 주 함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학생 K

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 보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서기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중학교에 들어온 첫 날부터 도서관에 들어와서 

이곳 저곳을 살펴봤어요.18)

이처럼 등학교 때부터 도서 을 자주 이용해본 학생 K는 도서 을 에 

들어서는데 망설임이 없었지만 학생 P의 경우는 선배들로 인하여 도서 에 

들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 다.

저는 사실 처음에 선배들이 무서워서 혼자 도서관에 들어오는 게 겁났어요. 그래서 

늘 애들과 같이 다녔죠. 하지만 좀 지나서 출증을 발급 받고 차츰 혼자 오기 시작

하면서부터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뭐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

다.19)

<표 9> 도서관은 아무나 선뜻 들어서기에는 낯설고 어색하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3 2% 1 1%

그 다 10 9% 3 3%

보통이다 22 20% 19 17%

그 지 않다 40 36% 59 52%

결코 그 지 않다 37 33% 30 30%

합  계 112 100% 112 100%

이 역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 비해서 

실시 후 체로 정 인 상승률을 보 다. 면담 내용들을 체 으로 살펴

보면 학생들은 학교 내의 다른 공간에 비하여 도서 에서 정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도서 에서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과제도 해결하고 친구들과 

18) 학생 K와의 면담, 2005년 4월 4일 오후 1시 30분, H여중 도서관.

19) 학생 P와의 면담, 2005년 4월 6일 오후 3시 40분,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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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도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입생들 에는 선배들 때문에 도

서 을 이용하는 데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소수이지만 선배 때문에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신입생이 없도록, 그리고 

선․후배간에 융화가 잘 이루어져서 도서 이 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 도서관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장벽

이 역은 도서 에 한 지식이 도서  불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도서 의 역할, 도서 의 요성, 도서 에 한 이해 

등과 련하여 조사하 다. 구체 으로 개인이 도서 에 해서 기본 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도서  불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으며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도서 에 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도서  이용규칙에 한 질문에 해서 정보이용교육 에는 23%의 응답

자가 ‘그 지 않다’ 혹은 ‘결코 그 지 않다’라고 답하 으며, 정보이용교육

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그 비율이 50%로 상승하 다. 이 문항은 ‘도서 에 

한 지식’ 역 에서 정보이용교육 실시 이후에 정 인 반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 다.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는 도서  이용 규칙을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엄격하고 제한 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용 교육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었다. 

사실 초등학교 때에는 도서관 이용규칙에 한 수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내부가 너무나 소란

스러워서 짜증스러웠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도서관 이용규칙이 정해져 

있고 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20)

이처럼 도서 을 운 하면서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이

20) 학생 K와의 면담, 2005년 4월 4일 오후 1시 30분, H여중 도서관.



104 정보이용교육의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나 불편함에 해서 설명하고 도서  이용 규칙은 이용자들이 다같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용 규칙은 ‘엄격하다’라는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표 10> 도서관 이용 규칙은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4 4% 2 2%

그 다 23 20% 11 10%

보통이다 59 53% 43 38%

그 지 않다 24 21% 53 47%

결코 그 지 않다 2 2% 3 3%

합  계 112 100% 112 100%

“도서 과 련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질문은 정보이용교

육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얼마나 흥미로웠는지를 알아볼 수 있

는 것이었다. 반면에 수업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워서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 다는 학생도 있었다. 

<표 11> 도서관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15 13% 10 9%

그 다 33 29% 47 42%

보통이다 49 44% 50 45%

그 지 않다 12 11% 3 3%

결코 그 지 않다 3 3% 1 1%

합  계 112 100% 1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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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에 한 지식과 련하여 신입생들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 역은 정보이용교육 이후에 정 인 상승률을 보 다. 그리고 “도서  

이용규칙은 엄격하고 제한 이다.”라는 질문에 해서는 정보이용교육을 실시

하고 난 후 이 역의 다른 문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 다. 이 

역에 한 면담 분석 결과,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에 한 지식에 해서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었

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수

업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라. 기계에 의한 장벽

도서  불안을 측정하는 마지막 역은 기계에 의한 장벽이다. 도서 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계로는 컴퓨터, 린터기, 복사기가 있으며 이 역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느끼는 불안감이나 혹은 기계를 사용하

려고 할 때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불편함 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 다. 

첫 번째는 “도서 의 린터기는 자주 고장이 나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

함이 있다.”라는 문항이며,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정 인 반응 쪽으로 변하

기 때문이다. 

<표 12> 도서관의 프린터기는 자주 고장이 나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1 1% 1 1%

그 다 7 6% 2 2%

보통이다 80 71% 60 54%

그 지 않다 19 17% 43 43%

결코 그 지 않다 5 5% 6 6%

합  계 112 100% 1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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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항은 “도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도서  자료를 복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럽다.”라는 질문으로, 정보이용교육을 실

시하기 에는 ‘정말 그 다’ 혹은 ‘그 다’라고 답한 학생이 57%로 비교  높

게 나타났으나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15%로 감소하 다. 

사실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수업시간에 복

사기의 용도가 뭐고 복사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가 있으면 도서부원에게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앞 문구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뭐든지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21)

<표 13>도서관 복사기로 자료를 복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구    분
정보이용교육실시 전 설문 정보이용교육 실시 후 설문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정말 그 다 15 13% 5 4%

그 다 49 44% 12 11%

보통이다 32 28% 49 44%

그 지 않다 12 11% 33 29%

결코 그 지 않다 4 4% 13 12%

합  계 112 100% 112 100%

‘기계로 인한 장벽’은 ‘정서  장벽’ 다음으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 후 큰 

변화를 보인 역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도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사용방법이나 규칙을 알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수업 시간

에 도서  복사기 사용 방법이나 복사 가능한 자료의 범 에 해서 안내한 

후 완화될 수 있었다.

21) 학생 L과의 면담, 2005년 4월 4일 오후 1시, H여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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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논  의

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첫 번째 역에서는 직원으로 인해 도서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얼마

나 되고 이 불안 요인이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 학교 신입생들의 경우 등학교 때 부분 학부모도우미들

로부터 도서  서비스를 받아보았고 간혹 학부모도우미가 없을 경우에 담당

교사의 지도 하에 도서부원들로부터 출 반납 서비스 정도를 받아본 것이 

부 기 때문에 사서교사에 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 다. 정보이

용교육을 실시하기 의 설문 결과 신입생들은 특히 사서교사에 한 거리감

을 표 하고 있었지만 정보이용교육 실시 이후에는 비율이 일정정도 감소하

다. 

반 으로 ‘직원으로 인한 장벽’ 때문에 도서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고 그 비율은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더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하지만 면담과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이 도서 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에 먼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요할 것이다. 사소한 거리감이 도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도서  이용률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나 도서부원

들은 항상 사하는 마음과 도움을 해결해주려는 극 인 자세를 가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나. 정서적 장벽

신입생들의 경우 다섯 가지 역 에서 두 번째 역인 ‘정서  장벽’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등학교 시  일회성이든 혹은 체계 인 계획에 의해서이든 정보이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 도서  자료의 구성

과 배치, 도서검색방법, 도서  자료의 유용성 등에 해서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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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쩌면 이 분야에 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있어

서 심리 인 좌 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학생들은 도서  불

안의 다른 역 에서 특히 ‘정서  장벽’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며, 정

보이용교육이 ‘정서  장벽’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한 과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막막함이 정보이용교육 이

후에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 것은 수업 이후에 과제 해결 방법에 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생겼지만 아직 도서 의 자료를 이용하든지 혹은 도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과제를 해결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정보이용교육 이후에 도서 에서 직  과제를 해결해보는 과

정에서 차츰 막막함은 사라질 것이다. 

다. 도서관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장벽

‘도서 에 한 지식’ 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부분의 문항

에서 10% 정도의 정 인 상승률을 보 다. 그러나 “도서  이용규칙은 엄

격하고 제한 이다.”라는 문항은 이 역의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정보이용교

육실시 이후에 25% 이상 정 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도서  이용규

칙은 막연하게 엄격하고 제한 이라고 생각하여 규칙에 한 거부감을 가졌

거나 혹은 그 규칙으로 인하여 도서 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도서  이용규칙의 의미와 필

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식에 변화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정보이용교육 시간에 도서 의 역할이나 요성, 도서 이 나의 지

 성장에 미치는 향 등과 련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

은 도서 을 이용해보지 않은 학생이나 도서 에 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분 

학생들의 경우, 학교도서  이용을 시작으로 도서 에 한 경험을 만들어 

가게 되고 이는 향후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에 한 이미지에도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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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서 에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하다 할 수 있다.

라. 기계에 의한 장벽

마지막 역인 “기계에 의한 장벽”은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함, 기계의 보유 숫자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함,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느끼는 어려움이 도서  불안으로까지 이어져서 도서 을 이용

률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이 역  “도서  복사기

를 이용해서 도서  자료를 복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서 혼란스럽다.”라는 문항에 해서 정보이용교육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에는 신입생들이 도서  복

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자료의 범 를 

 알지 못하 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 컸으나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하여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불안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4 제  언

가. 정보이용교육시간 확보 

신입생은 새로운 환경의 도서 을 하면서 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규칙에 해서 알지 못하고 사서교사에 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도서 을 이용하는 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학기 에 정보이용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요하다. 

한 체계 이고 짜임새 있는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학기별 

수업시간을 확보한 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재량활동 시간에 통해서 

수업을 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운  

여건상 이와 같은 수업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정보

이용교육 시간을 운 해야 할 것이다. 정보이용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 

범 가 크기 때문에 1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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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 으로 정보이용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강의식이지만 끝까지 교

사의 설명 주로만 진행된다면 자칫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분류체계와 자료 

검색 방법에 한 이해를 돕기 해서는 퀴즈나 게임, 학습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고 수업시간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성

취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직원으로 인한 장벽 완화 측면

직원으로 인하여 도서 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거나 혹은 불안을 느끼

게 된다면 이것이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이다. 특히 신입생들은 사서교사에 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서교사의 역할에 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하며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부분 도서부원을 활용하여 도서

을 운 하기 때문에 도서부원에 한 이미지와 인식도 요하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도서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 으나 그때 도서부들이 이들의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고 사에 소홀히 한다면 이것이 도서  이용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서교사나 도서  담당교사는 도

서부원을 상으로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연수자료를 활용한 체계 인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서부원 연수를 실시할 때에도 도서  운  반이

나 그들의 역할에 한 업무 인 측면 이외에도 도서부원이 갖추어야 할 기

본 인 소양과 인성  측면, 사  측면에 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부원은 단순히 도서 을 운 하는 주체로서 그들이 맡은 업무만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 동아리로서 학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 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심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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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적 장벽 완화 측면

부분의 신입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여 많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정보이용교육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면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

거나 알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정서 인 장벽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이용교육 시간에는 일단 해당 학교 도서 의 이용 규칙, 도서  기자

재나 컴퓨터 사용 규칙에 해서 안내를 하고 난 후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

는 자료의 종류에 해서 설명한다. 학생 스스로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해

야 하는 자기주도 인 학습 환경에서는 참고자료의 종류와 이용법을 익 두

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사 , 백과사 , 신문, 연감과 편람, 도감, 잡지,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참고도서 활용

법에 해서도 안내해주어야 한다. 한 한국십진분류법, 청구기호의 의미와 

구성요소에 한 내용을 안내해 으로써 자신이 찾는 자료의 주제가 무엇이

고 그 주제의 책이 도서 의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게 함으로써 자료 이용에 한 자신감도 향상될 것이다. 

사서교사는 정보이용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직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보고 자신이 

찾는 주제에 합한 자료를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게 도서 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처음에 느 던 막막함이나 낯선 감정은 완화되고 차츰 도서

을 이용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 도서관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측면

정보이용교육을 통해서 도서 이 도서 여 이나 독서실의 역할만을 수행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 이 도서  이용지도, 

독서지도, 효과 인 학습 방법을 지도하는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 을 정립시키고 정서를 함양

시키는 곳임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기존에 도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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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부정 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 것이 요할 것이다.

한 학생들이 도서 의 시설과 도서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규칙을 수할 수 있도록 도서  이용 규칙에 해서도 안내해주고 도서  

이용 에 해서도 교육을 시킴으로써 도서  내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기계에 의한 장벽 완화 측면

정보이용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  컴퓨터나 복사기, 스캐 , 린터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규칙에 해서 안내를 해 으로써 학생들이 기계

를 사용하는 것에 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한 잦은 고장으로 인

한 불편함이 없도록 꾸 히 리해주어야 하며 모둠별 력 학습이 가능하도

록 학생수에 비례한 어느 수  이상의 컴퓨터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요하

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별하고 수집하여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 차 요하게 생각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의 바다에서 유용

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지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 의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의 숲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인 정보이용교육은 문 사서교사에 의해서 창의  재량활동 시간이

나 교과재량활동 시간의 기타 과목으로 개설되어 독립 인 교과목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긴 한 조로 진행되

는 통합교과목 형태로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장에서 사서교사의 배치는 단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정보이

용교육은 아직은 이상 일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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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도서 에 있어서의 정보이용교육은 특별히 어떠한 지식을 수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도서  이용에 한 거리낌

이나 불편과 같은 심리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도서  불안(Library Anxiety)과 련하여 

나타나는 선입견들을 몇가지 역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 자료로 삼아 학생들의 원활한 도서  이용을 증진시키기 한 과정으로 

도서  불안 완화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도서 에서 용할 수 있는 표 인 정보이용교육의 가이드라

인과 모델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해서는 도서 불안 척도와 같은 개념의 도입과 용가능성을 가늠하기 한 

기 인 연구들도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인 효과에 한 검증작업도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가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 완화에 미치는 향에 한 기본 인 조사와 정보이용교육의 활성화

를 한 단 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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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정보이용교육이 도서  불안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기 가 될 자료를 얻기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모든 내용은 무기명(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연구에 귀 한 자료가 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3.

H여자 학교 사서교사 양명진

▶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를 하
세요. 옳거나 그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

문     항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1 사서선생님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2
사서선생님은 항상 바쁘셔서 나를 도와  시간이 없어 
보인다.

3 사서선생님이나 도서부원은 불친 하다.

4 도서 이 어떤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5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6 도서 에 있으면 부자유스럽다.

7 도서 은 아무나 선뜻 들어서기에는 낯설고 어색하다.

8 도서  이용 규칙은 엄격하고 제한 이다.

9 도서 과 련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10
도서 의 린터기는 자주 고장이 나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11
도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도서  자료를 복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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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s impact 

on the public library functions..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 background of 

information society is studied, and then the change of functions of  public library  

is analysed. 

1. 서  론

인간은 방랑생활의 수렵시 를 지나, 목축과 농경의 정착단계로 어드는 

농경사회, 그 후 여러 세기를 지나 18세기 엽 증기기 의 발명과 함께 시

작된 산업사회로 발 하여 왔다. 정보기술이 태동된 1940년 부터 미래학자

의 입에서 회자되던 정보사회는 1980년 에 들어와 마이크로컴퓨터와 정보

1)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부교수(chchung@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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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슬이 비약 으로 발 하면서 그 실 성을 보여주기 시작하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격한 변화를 창출하 다. 이러한 변화

를 다니엘 벨은 후기산업사회라 정의하고 산업의 심이 제품생산에서 정보

나 서어비스의 생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  가치가 자본으로부터 정보로 

이 한다고 지 하 다(성태경 등, 2000 : 9-10).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기 으로서, 다양한 요구를 지닌 지역주

민을 해 정보, 문화, 교육의 기능을 달성하기 해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존재목 으로 하고 

있다. 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극 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공공도서 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 과 지역주민들을 한 지식정보를 달하고 제공하

는 서비스를 효과 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도서 들은 다양한 정보제공, 교육, 문

화컨텐츠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삶의 공동체로 엮어나갈 시

설은 바로 공공도서 이다. 나 지 이나 미래에도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장, 건강한 지역문화를 

일궈 가는 문화 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도서 이다. 

한편으로 최근들어 공공도서 의 기능  정보제공의 기능과 문화활동의 

기능이 교육에 비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기 으로, 평생교육기 으로, 문화활동의 추 인 기 으로서의 기

능이 차  확 되고 있다는 에서 지역주민들에 한 정보제공, 문화, 교육

서비스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응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

기 한 공공도서 의 기능변화에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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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사회의 이론적 배경

2.1 정보의 개념

일반 으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 데이터(data), 메시지(message), 

지식(knowledge)과 구분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즉 데이터는 정보의 형태로 환시켜주는 상징 는 신호의 형태로써, 정보

라는 완 한 실체로 구 되기까지 수록되고 검색되는 상을 의미한다. 한편 

지식은 정보들이 집합된 상호 련 인 체계로서, 기본 인 인과  구조가 갖

추어진 형태로 정의된다. 즉 지식은 평가과정을 거쳐 일반성이 입증되고 권

를 갖는 안정된 형태로, 련분야의 경험체계속에서 그 치가 고정된 정

보의 집합이라 설명될 수 있다. 메시지는 커뮤니 이션의 한 요소로써, 정보

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수용자 태도변용이라는 커뮤니 이션 효과를 최 화하

기 한 의도성과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보의 개념은 데이터 에서도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데이터이며, 한 지식과 같이 아직 완 한 형태로 구축된 구성체가 

아니며, 메시지와는 달리 주로 외형 인 상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석호, 2002 : 35-37).

한편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개념을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상으로 정의하

고,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기여할 목 으로 요구되는데,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문제의 규명이나 주지, 련정보의 정의나 

수집, 체안 인 가설의 개발, 체안의 평가, 최 의 해결이나 체안의 선

정, 실행, 결과나 실행된 결정의 결과로써의 업 의 평가에 필요하다(Repo, 

1989 : 68).

정보가 갖는 가치는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정보의 

가치는 정보메시지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달려 있으며, 둘째, 정

보의 가치는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요인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셋째, 정보

는 추상 인 것으로 독립 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항상 커뮤니 이션을 한 



120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

다양한 매체, 설비  서어비스를 통해 달 이용되며, 넷째, 새로운 정보는 

주로 공공재원(public fund)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

며, 다섯째, 정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  단 가 없으며 서어비스에 의해

서만 정보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wilingness-to-pay와 

savings value를 측정할 수 있다(권은경, 1993 : 400-403).

결론 으로 정보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차 운, 2002 : 44).

1) 정보는 생산, 가공, 매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는 상품과 달리 남에게 하거나 매를 해도 없어지

거나 어들지 않고 그 로 남는다. (비소모성)

2) 하나의 정보로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정보의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논리가 용되지 않는다.  

4) 정보는 다른 정보와 합하거나 일부를 빼거나 조합의 형태로 바꿀 수 있

다(결합성).

5) 정보는 의사결정 는 리  통제를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6) 정보는 인간의 활동과 련된 인간의 인식 상일 뿐만 아니라 감정, 

무형성, 보편성, 매체의존성, 다양성, 교환성을 가지고 있다. 

7) 정보는 달자, 달매체, 수용자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

을 때 성립된다. 

8) 정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문에서만 이용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이용될 때 그 가치가 배가된다( 성).

9) 정보 자체는 물리 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유동 이고 무형성

을 갖는다(무형성).

10)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어들게 되고, 결실을 얻지 못하면 

정보가 갖는 그 가치는 차 어들게 된다(가치 체감성).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121

2.2 정보사회의 특성

2.2.1 정보사회의 일반적 특성

정보는 가장 상식 으로 말해서 우리가 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에는 

신문, 잡지, 서책, 문서 등의 모든 출 물과 라디오, TV, 신, 텔 스, 화 

등의 모든 자매체가 주요한 정보 달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가 폭발 으로 량으로 생산되고 달, 유포되고, 그것

이 사회의 모든 활동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들

어서 정보화사회, 정보사회, 정보산업사회라고 한다(정필모, 1996 : 32).

이러한 정보사회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노규형은 일본의 기통신종합연

구소(RITE)의 기 을 제시하 다(노규형, 1988 : 6). 1970년에 노동인구

의 50% 이상이 정보부문에 종사해야 하고, 령인구의 50% 이상이 학생

이어야 하고, 개인소득 4,000달러 이상, 총지출  정보비가 35% 이상인 

경우에 정보사회라고 하 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일반  특성을 살펴 보면, 먼  정보기술(IT)의 폭발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수집, 축 , 처리, 검색, 송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수단을 총체 으로 표 하는 의의 

개념이다. 정보기술은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컴퓨터 장비를 포함하는 하드웨

어와 이를 실제로 응용하는 소 트웨어  성통신을 포함하는 자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인 첨단 자동화 기계들을 포함한다. 정보기술의 발

달로 인해 정보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0년

 마이크로 로세서의 발명이후 20년간 격한 발 을 이루어 왔다. 즉, 마

이크로 로세서를 내장시킴으로써 생산제품의 성능강화, 부품의 소량화, 에

지 소모 약 등을 가능하게 했고, 생산공정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감

소시켜 생산성의 증 를 가능하게 만든 신 인 기술진보를 이루었다. 정보

기술은 특히 20세기 반, 컴퓨터  통신분야의 기술 신이 두드러지면서 

비롯된 용어이다. 최근들어 정보분야의 기술이 속히 발 되어 수없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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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특성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반구조(Infrastructure)의 

등장이다. 최 의 기반구조는 사회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사람과 재화를 이동

한 수송부분(도로, 운하, 철도, 항로)이었다. 제2의 기반구조는 동력의 

달을 한 에 지 설비(수력, 증기, 가스, 기) 다. 제3의 기반구조는 메시

지의 양  폭발과 감각  경험의 충격  재 지수 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간간의 사회 , 심리  상호 계의 확 에 련된 매체로서 통신수단(신문, 

화, 팩스, 라디오, TV, 네트워크, 성통신)이었다. 제1의 기반구조와 제2

의 기반구조에 한 투자는 둔화되고, 제3의 기반구조에 많은 심을 가지고 

투자한 결과 엄청난 발 을 보여 새로운 기반구조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한상완, 1997 : 39-40).

다음의 특성으로 정보사회의 개는 뉴미디어의 명 인 발달에 의해 

진된다. 여기서 뉴미디어란 일반 으로 새로운 달매체란 뜻으로 사용된다. 

즉 오늘날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종 에 개별

으로 수행하던 시각 인 문자매체의 기능과 청각 인 음성매체의 기능  시

청각 인 화상매체의 기능을 복합 으로 수행하여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별

개의 특성을 갖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뉴미디어의 특성을 보면, 첫째, 방향

성(interactivity)을 지니고 있다. 둘째, 비 화(demassification)의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구속성이 없는 특성이 있다. 넷째, 

멀티미디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다매체, 다채 의 시

가 개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인간의 오감을 통합한 형태로 발 해 나

가고 있다. 다섯째, 모든 것이 자식으로 바 어 가고 있다. 여섯째, 비동시

성을 들 수 있다. 뉴미디어는 분류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

능하다. 우선 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방송계, 통신계, 출 계로 분류하

는 것이 가능하다. 방송계 뉴미디어에 속하는 매체로는 직 성방송, 문자다

방송, HDTV, 주문형비디오(VOD), 디지털 라디오 방송 등이 있으며, 통

신계는 PC통신, 인터넷, 비디오텍스, 셀룰러 화 등 이동통신, 성휴 통신 

등이 있다. 출 계로 분류할 수 있는 매체로는 자신문, 팩스신문, CD-ROM

등이 있다(최진석, 2005 :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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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다른 특성으로 끊임없는 재교육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는 

기술이 발달한 사회이다. 이 기술의 발달이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기술

의 발달에 따라 필연 으로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년층과 노년층 

특히 이들 에서 사회  지 가 높았던 사람들의 재배치가 요한 과제로 

두될 것이다. 결국 정보사회는 평생 교육에 의존하고 사람들은 평생 교육

을 생활의 기 로 삼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능력을 확 하고 새롭게 하여야 한다. 속한 변화에 응하기 하여 변화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교육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사람

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의 경우라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년층과 노년

층의 재배치를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의 교육 성취 능력

이 감퇴되고 있다. 결국  집단교육이 아닌 도서 을 통해 개인별 교육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정보사회에서 변화는 속히 진행되지만 그러한 변화를 모

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한복희, 2000 :44-45).

정보기술의 발달은 먼  산업의 정보화를 일으켰으나, 정보화의 과정이 사

회 반에 확산되어 이른바 정보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즉, 생산을 

한 경제의 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가치 , 개인의 일상생활 

등 사회 반에 걸쳐 정보기술과 정보가치를 심으로 범 한 변화가 일어

나 정보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

이다.

정보사회는 조직의 힘보다 개인의 창의성을 더 필요로 한다. 표 화된 공

정에 맞추어 수작업에 의해서 량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에 주로 참여하는 지식노동자들이 주종을 이루는 정

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문성에 의존하는 생산양식으로 환되어 가

기 때문이다. 경제의 세계화, 즉 세계 경제의 확산은 개별 기업들에 한 정

부의 지도, 리, 통제를 약화시키며, 개별 기업내에서도 앙의 통제를 약화

시키고 국제  거래를 담당하는 개인이나 의 의사결정권을 더 강화하게 된다. 

컴퓨터와 팩시 리  무선자동 화기 그리고 뉴미디어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도 개인화를 진한다. 개인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세계

를 상 로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확보하고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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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평범한 개인들도 특정한 문제에 련

해서는 문가에 못지 않은 문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노동자의 작업활동이 상당부분이 개인을 단 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5 : 248).

2.2.2 정보사회의 구조적 특성

정보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원동력이 되는 재화가 상품에서 정보로 변환함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으로 상품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의 유지기

반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 에서 사회  특성을 심으로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 

Naisbitt를 비롯한 많은 미래학자들은 사회조직의 원리가 계 인 피라미

드형 구조에서 네트워크형으로 환되어 간다고 견한다. 산업사회의 앙

집권화된 량생산체계에서는 계 인 료제  조직이 효율 이고 합리

인 조직형태 다고 하더라도 분권화와 소규모화 등으로 조직원리가 환되어

야 할 정보사회에서는 계 인 조직이 오히려 비효율 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장 응능력이 높은 조직형태가 보다 효

율 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근로자들은 문성을 지닌 평등한 구성원들

이라는 에서도 과 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Naisbitt, 1982 : 211-230).

60년  반 이 게    형태로 시작된 컴퓨터간의 연결은 그 후 상

호업무 조와 조직내의 정보공유 등 사용자의 요구와 통신기술 발 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통신망으로 진화되어 왔다. 수많은 네트워크의 

유형은 크게 컴퓨터의 물리 인 배치에 따라 버스(bus), 링(ring), 스타

(star), 트리(tree)네트워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버스형은 모든 노드가 

탭을 통하여 버스라고 불리는 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갖는다. 한 노

드가 자료의 송을 원하면 이를 버스를 통해 연결된 모든 노드에 하는 

방식인데, 각 노드는 송된 자료에 포함된 수신자 주소를 확인하여 자신에

게 송신된 것임을 인식하고 수신하게 된다. 링형은 노드들이 원형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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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마치 버스형 네트워크의 양쪽 끝을 연결한 것와 같다. 한 노드에

서 방출된 자료는 원을 따라 한방향 는 양방향으로 흐르며  목 한 수신자

에 달될 때까지 노드를 거치면서 재생 재방출된다. 스타형은 앙에 치

한 제어노드에 모든 노드가   으로 연결된 형태로 기 근거리통신망

에 이용되었다. 나무형은 버스형의 확장된 형태로 한 노드에서 송하고자 

하는 자료는 계층구조의 각 가지를 통해 양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목 지에 도

달할 때까지 모든 노드들을 지나게 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리  범 에 따라 크게 역네트워크(WAN)와 근

거리네트워크(LAN)로 구분할 수도 있다. 역네트워크는 수백 는 수천 킬

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은 것이며, 근거리네트워크는 그 

서비스 역이 단일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성태경 등, 2000 : 

132-134).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어 탄생한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

의 기본 인 서비스로 리 알려진 것은 자우편서비스, 컴퓨터 상호간 

일 수송을 한 일 송서비스, 원격시스템 속을 한 텔넷(TELNET), 

사용자상호간 정보교환을 한 유즈넷 뉴스(USENET NEWS) 등이 있으며 

월드와이드웹(WWW : World Wide Web)의 화와 WWW이 인터넷서

비스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인터넷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

넷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 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성태경 등, 

2000 : 141).

 다른 정보사회의 사회  특성으로는 고학력화의 진 을 들 수 있다. 

학진학률의 상승으로 고학력자가 증 해서 성인 체 에서 차지하는 고학

력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의 정

도가 할 것이며, 이 향으로 말미암아 생애교육에 한 욕구의 고조  

여성의 사회참여요구의 증 가 상된다. 욕구의 다양화와 가족형태, 가족

계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다(임희섭, 1995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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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사회는 우리인류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각 계층간의 

차이를 여  것으로 망되나, 한편 이에 한 비 인 견해도 있다. 

이와 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야기될 몇 가지 요한 문제 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3.1 개인간, 국제간 정보격차

정보격차란 정보처리  달기술의 차이, 이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은 삶의 

양식이  더 정보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의 정보시

스템은  정보 획득 는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 으나 이제는 홈쇼핑, 홈

뱅킹, 원격민원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PC통신학습, 온라인

교실 등 직 인 행 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

라서 정보시스템 보유 정도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격차. 사회경제  불평

등은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행 의 무능력

자로 락할 수도 있다.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이것이 정보시 에 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지 의 사회  약자들은 정보기술에 의

해 장애를 극복하는 등의 혜택을 얻는 것 같으나,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

고 더 향력있게 정보격차에 따른 장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

과 장애인, 노인들은 체로 정보약자들이다. 즉, 경제력이 약해 컴퓨터나 모

뎀, 휴 폰,  삐삐등 각종 통신기기들을 살 수 없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구

매할 수 없으며, 는 그와 련된 기술을 배우지 못해 이용할 수 없거나, 당

장의 생계에 쫒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인하여 상 으로 정보 약자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약자는 정보화

의 진 에 따라  더 소외되어지고 상  빈곤은 심화되며, 이는 다시 

더 큰 정보격차를 낳고 악순환을 진행해 갈 것이다(성태경 등, 2000 : 

227-228). 이러한 정보격차는 국제간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

술의 남북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개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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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기술을 수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부국과 기술빈국간의 갈등이 심화되

어 인류의 지구주의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것이다.

2.3.2 과잉정보

정보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량 공 하여 개

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 주어 의사결정에 큰 몫을 담당하지만, 그러한 정보

를 모두 소화시키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정보과잉 상을 야기한다. 그 결과 

정보에 지배되는 수동  인간상을 제조할 우려가 있다. 정보사회는 다원 으

로 조직된 기능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많은 

정보를 할 때에 입수해야 하는데,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인간의 정보수용능력을 넘어선 과다한 정보량은 정보에 한 무감각 상이

나 무기력 사태를 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 응능력을 상실

하고 실도피경향을 조장하며 정치  무 심등의 제반 역기능을 래하기도 

한다. 매스미디어에 의한 량정보공 으로 인해 인간들은 무엇이 더 요한 

정보이고 진실된 정보인가에 한 단능력이 마비되어 권력이 직  정보에 

개입하면 국민들은 왜곡된 정보에 조종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3 문화문제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 수

용격차로써 뉴미디어는 값비싼 하드웨어 구입, 기계조작 능력, 기술 지향  

마인드, 다양한 서비스  소 트웨어에의 근 비용 때문에 수용층과 비수

용층의 양극화를 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가벼움’의 량생산으로 리모콘

과 VTR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고, 특히 정치 고와 정치인, 정

치리포트를 기피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비의 도시집 화

로써, 우리나라의 PC통신 이용자는 1994년 54%가 수도권에, 그리고 부산, 

구 순으로 도시에 집 되어 있다. 이는 도시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생

산, 처리, 분배하는데 드는 사회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정체성의 딜 마로써, 정보사회를 특징짓는 국경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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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문화  경계의 와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정체성

에 한 사회  욕구의 충족은 기술에 한 문화  고려의 우선 는 문화

으로 합한 기술에 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차 운, 2002 : 266-267).

2.3.4 국제간 정보유통분쟁

통신 성을 통한 TV 발사가 지구 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되나, 

반면 몇 가지 문제 이 야기된다. 그것은 선진국간의 기술시장경쟁, 기술의 

남북문제, 하늘의 국경문제 등이다. 선진국들은 정부와 기업 공동의 힘을 극

화시켜 기술시장의 유경쟁에 정력을 다할 것이다. 한 선진국들은 기술

안보에 주력할 것이고, 기술 후진국들은 시장방어에 힘쓰게 됨으로써 남북문

제가 야기될 것이다. 한 직 성방송(DBS)의 월경문제가 일어날 것

이며, 이것은 국가들이 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다(한상완, 1997 : 48-51).

2.3.5 전자미디어 의 서비스 및 정보내용의 편중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미디어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사용하기 시작한 사

람은 늦게 사용한 사람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양자간의 정보량의 격차가 발생하여 그것이 사회 인 격차까지 확 될 수 있

다. 재에도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까지 진행되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경제 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보격차는 새로운 빈부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차별을 래할 수도 있다. 

2.3.6 정보네트워크에의 의존 증대

정보통신시스템의 네트워크화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더 정보미디어에 

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이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의 

향은 커진다. 즉 각종 온라인서비스가 확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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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의존도가 높을 수록 네트워크로 인한 사고가 도시생활의 기능을 마비시

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이러한 사고는 반 으로 형사고로 이어지는 

큰 비극을 래할 수가 있다(성태경 등, 2000 : 229-230).

3.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

3.1 정보제공의 기능

공공도서 의 기능형성에 최 로 기여한 사람은 Ticknor로, 19세기 당시 

미국사회는 막 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교육수 이 낮

은 많은 이민을 미국으로 불러들 다. 이들에 한 미국화는 시 한 사회문

제로 두되었다. 이에 Ticknor는 민주시민 양성을 한 공공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에 한 모든 장애물을 근 하는 가장 효과 인 방패가 되며, 신생

공화국이 평등과 자유를 유지하고 건 하게 발 하는 데 필수조건이라 믿었

다. Ticknor는 공공도서 이야말로 당시의 무료 등교육제도를 완성하는 시

설로서, 민 의 자립  민주정치사상을 형성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보았다(이

용남, 1984 : 141).

교육다음으로 큰 비 을 둔 것은 크리에이션의 제공이다. 교육수 이 낮

은 의 자기교육을 해 서의 가치를 강력히 주장한 Ticknor의 생각

은 후일 공공도서 에 크리에이션 도서를 갖추는 이념으로 발 하게 된다. 

그 이후 학교교육의 일반화로 매스미디어의 속한 발달로 1930~1940년

에 이르러 미국공공도서 의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때 

산업화의 향으로 정보제공이 도서 의 주요한 기능으로 등장하게 된다. 

ALA에서는 ‘Post-War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를 만들어 시 에 

알맞게 합하고 체계화한 공공도서 의 기능을 1943년에 마련하 다. 이 

기 에서는 공공도서 의 기능으로 교육, 정보, 미 이해, 조사연구, 크리

에이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시 변천에 따라 정보 사가 강조되고 

크리에이션 사가 상 으로 약화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박인웅, 1997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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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도래와 인간 삶의 질에 한 문제가 주요한 심사로 떠오른 

1970년  이후는 정보와 문화, 장애자 사가 공공도서 의 주요한 기능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우리나라 도서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 이란 공 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오늘날 공공도서 의 주요한 기능은 시 의 발 에 따라 과거의 교육과 크

이션 기능에서 정보와 문화 기능으로 그 강조 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 의 정보제공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내용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한 련이 있고,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망 혹은 인터넷을 통하

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면, 주민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방행정  의회활동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산업분야

에 필요한 정보로 나  수 있다. 특히, 소기업들은 기업과 달리 독자 인 

정보수집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공공도서 이 소기업에 한 정보 사를 한 격한 기

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도서 의 정보제공 기능은 통 인 일반자료 출이다. 다

양한 이용자 계층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자 에 소장한 자료뿐만 아니

라 타 에 소장된 자료를 력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타 도서 에 소

장된 일반자료의 달을 하여 통신시설의 활용은 요하다. 를 들면, 

FAX, 우편물, 혹은 자우편, FTP등이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도서 의 정보제공 기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뉴미디어  멀티미디어자료 제공을 꼽을 수 있다.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

한 이용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하여 공공도서 은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음향자료, 상자료, 성TV 등을 포함하는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제공을 증진시켜야 한다. CD-ROM을 이용하여 청소년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과 아동들이 

외국어 공부나 컴퓨터의 이용에 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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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세계는 외국어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한 활용은 매

우 가치있다 할 수 있다(한상완 등, 1997 : 19-20).

한편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 계는 1960년 에 참고실 설치를 통하여 참

고자료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이 차 확산되던  1970~80년  이후 컴퓨

터가 공공도서 에 도입되어 정보제공의 보조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 이후 

기록매체로 통  매체인 종이 이외에 매체들이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도

서 은 마이크로 자료, 음반, 슬라이드, CD-ROM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기야는 1990년 에 들어와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

기 인 발 으로 인하여 통  기록매체인 종이의 소멸을 말할 정도로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2000년 에도 계속 이어

지고 있다. 

탈인쇄문명은 종이책의 종말이라기 보다는 인쇄문명의 퇴락을 의미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달에 있어 인쇄술이 지배 인 치를 상

실하고 다양한 출 방식이 공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머지 않아 자책

(e-book)은 많은 역에서 종이책을 어낼 것이다. 그러나 매체 환의 핵

심은 체 으로 볼 때 그것은 자책이냐 종이책이냐 라는 약자택일의 문제

가 아니다. 출 사들이 출 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종이책, CD- 

ROM, WWW, 자책, 주문출 (Print-On-Demand)등 여러 가지 출 방

식  하나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독자들은 특정 매체를 고집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로 컨텐츠를 이용

하고자 할 것이다. 컨  오랜시간 편안한 자세로 읽어야 하는 장편소설은 

아무래도 종이책형태가, 자주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교과서는 자책 

형태가, 시간을 다투면서 출 해야 하는 학술 은 WWW형태가, 그리고 

아동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나 특정 산업분야의 업체주소록은 CD-ROM형태

가 선호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출 사와 독자 모두는 다양한 매체의 이

을 최 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 은 출 사와 독자사이에 출

하게 될 그러한 다양한 형식의 계를 효과 으로 매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윤 민, 2002 : 47).

공공도서 에서의 정보제공 기능에 한 강화와 종이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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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사용함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디

지털도서 이 통  도서 을 체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공도서 의 기능이 정보제공 외에도 시민 복지서비스  차원의 공

공도서 이 가진 사회 문화 기구라는 본질 인 성격과 지역주민들을 한 평

생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온 주장으로 생각되어

진다. 미래에 장서와 건물로서의 공공도서 의 모습이 사라진 컴퓨터와 통신

망이 결합된 공공도서 을 상상해보라. 재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로 흘러들

어오는 어로 된 미국의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생각해 보라. 기업을 심

으로 상업화하고 있는 D/B산업 장을 보라.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공도서  

생성의 기본개념인 공비성, 공개성, 무료성의 원칙은 어떻게 계속 확보해 나

갈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나 평등한 정보이용 권리를 갖고 태

어난다는 인간평등의 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해답은 공공도서

에서 찾아야 한다.

아직은 국가간에 고속정보도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

미 국가간 디지털정보 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 까지 디지털정보이

동 추세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 즉, 미국 등 정보선진국에서 정보

후진국으로 디지털 정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

보의 80%는 어로 된 정보이다(박인웅, 1997 : 493).

우병 은 이러한 국가간의 정보격차를 막기 해 정보주권확립이 시 하다

고 하 다 한 재의 정보사회에서 디지털화는 과거 축 된 인쇄매체를 바

탕으로 하므로  단계에서는 디지털 이  단계인 인쇄매체를 축 해 우선하

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자 정보자본을 말하고 있다. 종자 정보자본이란 디지

털화 하기 이  단계에 있는 인쇄매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종자 정보

자본을 보존하는 역할은 당연히 공공도서 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공공도서 의 정보화․기지화 략은 종자정보자본의 확충

과 정보행 의 합리화와 한 련성을 갖고 있다.... 하루빨리 공공도서

을 공공 정보 수집-가공-제공의 심기지로 집  육성해야 한다.  정보기

지를 운 할 숙련된 문사서를 집  육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각 지역단

마다 설치된 도서 의 내용을 채우고  문사서를 집 배치해, 정보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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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그리고 제공에서 가장 권 있는 기 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정보의 디

지털화- 네트워크화는 그러한 도서 을 극 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도서 의 본질은 아니다”(우병 , 1996 : 257-259). 이 말은 종자

정보자본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화하여 정보선진국과 주고받을 때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문화서비스 기능

문화서비스는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제공하는 로그램  이를 실행하기 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문화행사, 문화 술강좌, 독서지도  독서모임 운 등  독서문화

진흥과 련된 활동, 즉 문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가 문화서비스이다. 문화 로그램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 본다면, 화강좌, 

희곡낭독, 비디오테이  토론과 심포지움, 견학여행, 무용, 음악, 공 시, 

독서토론, 분임토의, 연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도서 회, 1993 : 

36). 특히 도시에 비하여 문화인 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도서 에게는 

지역주민의 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요한 서

비스라고 할 수 있다. 상 으로 문화인 라가 갖추어진 지역의 공공도서  

입장에서도 선택 받은 소수를 한 공간이라는 제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

외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 지역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문화 술정보 제공 

2)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에게 공연  시시설과 장소를 제공

3)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

이나 단체를 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문화 술 로그램을 

조정

4) 지역사회 내의 다른 문화기 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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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의 문제를 인본주의  가치의 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을 자극

6) 지역주민의 문화감상  이해능력을 개발(이소연, 2004 : 24-25).

우리나라의 도서   독서진흥법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 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제2조 4

항)’으로 공공도서 을 정의하고 있다. 한 다른 한편으로 도서   독서진

흥법 제20조 5항에는 ‘공공도서 은 강연회, 감상회, 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주최하고 장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1항

에서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문화발 과 평생

교육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 을 설립, 육성’하도

록 규정하여 공공도서 으로서의 문화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 다(홍민희, 남태우, 2004 : 120).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 이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성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도서  뿐 아니라 부분의 공공기 에 하여 민원 서비스 

요구가 가 되고 있는 것과 련이 있다. 국민의 세 으로 운 되는 공공기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보편

화되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공  자 을 지원받을 근

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다. 통 으로 심각한 연구나 학문추

구의 장으로 인식되어 온 도서 도 이용자층의 변을 확 하지 않고서는 지

역사회 내에서의 가시성을 높이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서비스를 통하여 재 

극 인 도서  이용자가 아닌 부분의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고 나아가 지

역사회 내에서 도서 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서 이 늘어나고 있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실생활에서 도서 을 극 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주민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다수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들이 공공도서 에 

한 강력한 지원세력이 될 것이라는 에서 그 정 인 결과를 기 하게 

되는 움직임이다. 

한편 정보사회에서 문화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수 인 면에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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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인 면에서 더 강력한 지원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도서 을 한 유

용한 략일 수도 있다. 문화복지에 을 둔 공공도서 활동은 지역사회 

내 주요 의사결정자와 공감 를 형성하고 력하게 하는 발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도서 에 하여 갖게 되는 정 인 이미지는 

나아가 도서 의 산배당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편  서비스로서의 공공도서 은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서비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의 균형있는 발 과 공평한 서비스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있다. 특히 문화  복지 련 공공시설이 빈약

한 지역사회에 치한 공공도서 에게는 지 까지 강조되어 왔던 정보제공 

기능보다 더 넓은 범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공도서 에게는 보유한 정보자원, 인력의 문성 만큼이나 공간설비도 효

율 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  문화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주민이 역동 으로 사회참여  문화활동을 펼치는 

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실과 시공간 등을 최 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소연, 2004 : 27-28).

공공도서 은 차별화를 통하여 문화서비스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가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 의 문화서비스 차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유형의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차별화와 지역의 특

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 하여 이루어지는 공공도서  간 차별화가 그것이다. 

차별화는 지역사회의 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략일 뿐아니라 분담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제조건이기도 한다. 도서   독서진흥법 

제 7조는 “도서   문고는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문화원, 박물 , 미

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력하여야 한다”고 도서 이 다른 문화시설과 

력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UNESCO선언도 제한된 산과 인원, 공간

으로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문화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상호 조하여 미흡한 을 보완하고 복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론 으로 재 정보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

는 방법으로 개체도서 은 그 자체로 이용자 개인들을 엮어주는 네트워크의 

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공공도서 들 마다 스스로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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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으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집단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를 들어 공공도서 이 그들의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독서그룹이나 취

미그릅, 연구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성호 정보를 교환하거나 토론할 수 있도

록 열린 공간을 운 함으로써 개개인 이용자들이 도서 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개인의 능력을 사회 으로 결집할 수 있게 한다. 

한 각각의 공공도서 이 사 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  소그룹들의 모

임이나 활동은 지역 정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토문화를 발굴, 보

존, 발 시키는 활동으로 연장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네트워크의 사회에

서 붕괴되기 쉬운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도

태 , 2004 : 420).

3.3 평생교육기능

과학의 발 으로 고도화된 산업기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량생산과 지식수명의 감소 등과 같은 후기산업사회 구조의 변화 상은 공공

도서 의 목 과 기능에 계속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Lawrence 

L. Durih는 이같은 사회변화에 처하기 해 공공도서 은 평생교육, 재교

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교육기능에 주안 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

다( 규섭, 1975 : 17). 이 게 공공도서 은 사회교육기 으로서 교육  기

능을 감당할 수 있는 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인 성장과 변화

를 시도함으로서 이용자가 자기요육을 하여 필요로 하는 기 이 되게 하여

야 한다. 

평생교육이 구체화되고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리에

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 3회 성인교육추진국제 원회에 보고된 폴 랑그랑(Paul 

Lengrand)의 평생교육에 한 논문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랑그랑에 의

해 제안된 평생교육의 이념의 핵심은 수직  교육과 수평  교육의 통합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개 의 핵심원리가 되고 있다. 수평  통합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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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교육의 단계가 단 되지 않고 서로 일

성있는 교육과정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수평  통합은 사회에 존재하는 각족 

교육기회, 즉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같은 교육 역이 사로 단 되지 

않고 긴 하게 제휴할 수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 인 개

인  수 의 교육과 횡 인 사회 체의 교육기회의 통합을 의미하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노인기 등의 인간생활의 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

로서, 삶의 질  향상을 궁극 인 목 으로 하는 교육이다(박 , 2001 : 

24-33).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 은 사회교육활동의 형식에 따라 개 1) 

학교 심의 성인교육, 2) 독자 인 성인교육기 과 그 사업, 3) 문화시설

심의 성인교육활동, 4) 공공기   산업체의 성인교육계획, 5) 종교기 의 

성인교육활동, 6) 자원단체의 성인교육활동 등 여섯 가지로 별하고 있다. 

이 에서 도서 이 개하고 있는 사회교육활동은 문화시설 심의 사회교육

기 인 것이다.    

공공도서 이 사회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 성은 도서  

 독서진흥법과 UNESCO선언의 공공도서 의 목 , 그리고 공공도서 에 

한 제 이론 등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도서   독서진흥법 제2조는 앞에

서 언 한 바와 같다. 한편 1972년의 UNESCO의 공공도서  선언에서는 

“공공도서 의 목 을 교육, 문화, 정보를 한 민주  기구로서 성인과 아동

으로 하여  시 에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인 자기교육을 하도록 하며 과

학과 기술의 진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명

하 다. 이 게 공공도서 은 시설 그 자체가 평생교육을 한 기구임을 말

해주고 있다(김남석, 1987 : 3-4).

그런데 과거의 공공도서 은 학교교육을 마친 지역주민에게 계속 인 교육

의 장으로써, 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부분이 인쇄매체 으며, 이용자에

게 문자 해독 능력이 곧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었다. 모든 지역

주민이 아무런 제약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민

주사회의 공공도서 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공도서 은 문

맹주민에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되고, 더불어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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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 다(Lyman, 1979).

다시말해서, 공공도서 은 자체 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통하여 

, 등학교  학교 등의 제도권교육을 보조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회교육기 으로서, 평생교육기 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과 통신시설의 발달은 정보룰 소장하는 매체를 변화시

켰고, 이는 정보 근을 장애하는 요소가 되었다.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자매체에 소장되어 있어, 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

을 때는 정보 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가 정보 근과 이

용의 수단이 됨으로 인하여, 과거의 문자를 읽을 수 없었던 사람과 마찬가지

인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보를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이용법에 한 교육이 필요

하다.  

한 정보의 과잉생산과 유통속도의 빨라짐으로 인해 그 수명이 더욱 짧아

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공도서 은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도태 , 2004 : 419).

결론 으로 구체 인 평생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즉,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

민에게 알맞게 정보를 찾는 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컴퓨터를 통

한 정보탐색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의 균등한 근을 향상시킨

다. 둘째, 아동  학생에게 자  교육  학습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학

교와 연계하여 정보탐색에 한 교육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도서 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보충 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탐색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학생 스스로 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아동  일반인에 한 독서방

법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도서 을 통하여, 양질의 도서를 제공함으로

써 민주시민으로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Weingan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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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정보사회의 이론  배경과 공공도서 의 기능

변화를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정보시 의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해 공공도서  기능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제공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해, 사 상과 주제분

야를 심으로 한 정보제공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한 정보주권을 확보하

는 길이다. 그 방법은 개개도서 단 로 종자정보자본과 원시자료를 수집하

여, 이를 가공, 분석하고, 필요한 것을 디지털화하여 정보선진국과 상호간에 

제공,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 은 문화서비스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재 정보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개체도서 은 그 자체

로 이용자 개인들을 엮어 주는 네트워크의 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제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해, 컴퓨터를 통한 정보탐색

에 한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들에 한 사기능도 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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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Gorman의 도서관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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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ichael Gorman(1941~), a library scientist from Britain, has presented, in his research 

papers and lectures, the theories and messages applicable to present rapidly changing 

library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author took a close look at Gorman's activities, 

academic background, and research achievements and philosophy in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education of library science, and vision of future library.

As identified in lots of papers to date, Gorman is a ‘practical librarian’, ‘an 

authority on bibliographic control’, ‘an educationist in library science’, and ‘a 

scholar of future library’, giving invalu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d library science. Especially, at this time when information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e playing the leading roles, Gorman's philosophy which 

puts much emphasis on the history, tradition, and unique function of library has 

many suggestions to us who are studying modern library science. 

1)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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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의 도서 은 자형태의 정보가 심이 되는 “종이없는 도서 (paperless 

library)”, “책없는 도서 (bookless library)”으로 변모하여 기존의 건물과 

장서 심 도서 은 사라질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정보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통 인 의미의 도서 은 장차 소멸될 것이다.’ 는 등 이와 유

사한 주장들이 1990년 후반 이후 꾸 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 많은 학

자들과 도서 원들이 반론을 펴고 있는데, 이 에서 특히 Michael 

Gorman은 도서 의 역사와 통, 그리고 고유한 기능에 해 강조를 하면

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국출신의 도서 학자인 Gorman은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통해 격하게 

변화되는 재의 도서  환경에 용될 수 있는 이론과 메시지들을 제시해주

고 있다. 재 그는 미국 Fresno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학교의 Henry 

Madden Library의 도서 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 임기의 ALA 회장직(2005. 

7~2006. 6)을 수행 이다. 한 S. R. Ranganathan의 ‘도서 학5법칙

(Five Laws of Librarianship)’을 재해석하여 미래의 도서 에도 용이 

가능한 ‘신도서 학5법칙(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을 제시한 

사실은 무나도 유명하다. 국내에서도 그가 공 로 발표한 “Future Library : 

dreams, madness, and reality”가 “디지털 도서  : 꿈인가, 기인가, 

실인가”로 편 되어 련 연구자들의 많은 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외

에도 Gorman의 이론과 사상을 연구 는 참조한 과 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어,2) 국내의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에 미친 그의 향력을 가

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서 의 학문 인 기반과 비 제시에 공헌을 하고 

있는 Michael Gorman의 주요 활동사항과 사상 등을 고찰해보는데 그 목

을 둔다. 이를 해 먼  그의 도서 과 련된 주요 활동사항과 학문  배

2) 김태경.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직의 비전을 제시한 고먼(Michael Gorman),”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이병목 기획.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pp.301-317. 

김창하. 목록법 이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양재한.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과 접근의 문제,” 圖書館學論集, Vol.25 (1996), pp.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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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시기별로 세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본 후에, 연구업 과 사상 인 측면

은 목록  서지통정에 한 연구, 도서 학 교육에 한 연구, 그리고 도서

의 미래에 한 연구 등으로 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시기별 활동사항과 학문적 배경

Gorman은 1941년에 국 Oxfordshire주의 Witney에서 태어나, 1964 

~1966년에 국의 Ealing School에서 도서 학 교육을 받았다. 그가 도서

 분야에서 활동한 시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3) 제1기는 

1964~1977년의 국시기로 이때는 주로 편목규칙의 편집과 교정작업에 힘

쓰던 시기이다. 제2기는 1977~1988년 미국 일리노이 학시기로, 주로 기

술업무에 종사하 다. 제3기는 1988년~ 재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학에

서 도서 장을 역임한 시기이다.

2.1 영국시기

1964년에 국의 Earling 도서 학교에 입학한 Gorman은 수학기간내에 

두각을 나타내어, 1965년의 간고사에서는 국 최우수 성 상인 Cawthrone

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 1966년 졸업이후, 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의 연구계획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으로서 일하 으며, 이 일

을 계기로 그는 일생동안 서지를 제정하고 교정하는 분야와 끊을 수 없는 인

연을 맺게 된다. 1년 동안 일한 후에 그는 국 도서 학회가 인정하는 보조

도서 원 자격을 얻게 된다. 계속해서 1977년까지 국국가서지에서 일하게 

되는데, 처음 2년은 편목  교정업무를, 나 에는 편목부서의 주임을 맡게 

된다. 한 1972년~1974년에는 도서  기획처의 서지분야 고문으로 

활동하 으며, 1974년 여름에 미국 일리노이 학 샴페인 캠퍼스의 도서 학

과에 방문교수로 가게 된다. 

3) 王美鴻. Michael Gorman (1941-) , 大學圖書館, Vol.2, No.2 (1987).

   [http://www.lib.ntu.edu.tw/pub/univj/uj2-2/uj2-2_6.htm]. cited 2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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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기의 그는 국제 인 성격을 갖는 서지표 을 제정하는데 극 으로 

참여하며 한 요한 직책도 맡는다. 196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ꡔ국제편

목 문가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ꡕ에 국

국가서지의 표자격으로 참석한 그는 각국의 문가들과 함께 편목합작의 

가능성에 해 토론하 다. 한 국의 표로 ISBD의 편성작업에 참석하

으며, 1974년에는 국․미국․캐나다 3국회의에서 AACR의 개정에 해 

논의한다. 이후에 Gorman은 AACR 개정과 편집 원으로 청을 받게 되는

데, 이것은 국국가서지에서의 편목표 과 련된 오랜 경력과 AACR에 

한 심도있는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2 일리노이대학 시기

Gorman은 1977년에 국을 떠나 미국 일리노이 학 샴페인 캠퍼스의 도

서 에 빙되어 1981년까지 도서  기술부분의 주임으로 일하 다. 이후, 

1988년까지 일반부서의 주임을 맡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는 도서 장 

리직을 수행한다. 이 시기의 그는 도서  행정에 종사한 것 이외에도 일리

노이 학 도서 학과의 교수로서 도서  행정과목을 강의하 으며, 시카고 

학의 방문교수도 역임하 다. 한편 그는 미국의 도서  문단체에서도 

부신 활약을 보 는데, 1983년과 1988년에 있었던 1, 2차 미국도서   

정보기술학회(The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 

LITA) 회의에서 회의논문집의 편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기에 그의 심은 서지표 의 응용과 발 이외에도 기술 사 분야의 

자동화, 도서  리, 그리고 도서  교육 등으로까지 확 된다. 1979년에는 

분류와 편목분야의 공로가 인정되어 Margaret Mann 감사장을 수상한다.

2.3 캘리포니아대학 시기

Gorman은 1988년 일리노이 학을 떠나 캘리포니아 주립 학 Fresno캠

퍼스 도서 으로 자리를 옮겨 도서 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무의 승

진은 그의 도서 학 연구 역을 넓혔다. 즉, 기술분야와 서지통정을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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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학 교육, 도서  이용  도서  미래 등으로 그 역을 확 시킴으로

써 와 미래에 용될 수 있는 비 을 제시하기에 이르 다. 

한 그는 이 시기에 ALA의 여러 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1991년부터 평의원회(Council)의 표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 원

회(Executive Board : 2003~2006)와 회운 원회(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 2002~2006)에서 활동 이다. 그리고 2004년 5월 4일 ALA 회

장선거에 당선되어 2005년 7월부터 1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의 수상경력을 살펴보면, 1992년에 편목방면에서의 특출한 업 으

로 ALA의 Melvil Dewey 메달을 수상하 으며, 1997년에는 앞서 소개한 그의 

작 ꡔFuture Library : dreams, madness, and realityꡕ으로 Blackwell’s 

Scholarship 상을 받았다. 한 2000년에 발간된 ꡔOur enduring valuesꡕ는 

ALA가 선정한 당해연도 도서 학 분야의 최고 도서로 선정되어 Highsmith

상을 수상하 다. 

3. 목록 및 서지통정에 관한 연구

3.1 AACR과 ISBD에 관한 분석

Gorman은 도서 계에서 편목과 서지통정분야의 가라 할 수 있다. 도서

학과 졸업이후, 국국가서지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1968년에 발행된 AACR 

반에 한 논평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완성하 다.4) 이 보고서는 편목규칙

의 발 과정에 한 회고와 Panizzi, Cutter, Lubetzky 등 역  편목선구

자들의 , AACR 의 기본원칙, 자, 인명, 단체명, 정부단체, 통일

서명, 부출서명, 기술, 특수매체, 배열 등의 항목에 한 분석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는 AACR의 자  단체 자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

았다. 당시 출 된 AACR 에서는 자를 작의 지  는 술  내용

의 창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 기술

4) Michael Gorman. A Study of the Rules for Entry and Heading in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British Text)’. (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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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한개의 작은 항상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비

로소 출 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정의는 무 모호하다

고 생각했다. 한 단체 자의 개념도 명확하게 취 되지 않아 실제 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상하 다. 이외에도 개인명의 선택  표

방식에 해서도 련 규칙들간에 일 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 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 에도 불구하고, 그는 AACR의 

기본원칙과 출간에 해 결과 으로 매우 정확하고 시의 하며, 도서  역

사상 기념비 인 의의가 있음을 인정하 다. 

1975년을 후로 한 Gorman의 연구는 AACR에 한 분석을 넘어서 개

정에 한 건의로 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  AACR2(1978년, 1988년)

의 개정작업에 참여하기도 하 다. Panizzi와 Lubetzky 등의 노력을 계승

한 Gorman은 AACR 개정의 주요목 은 앞으로 어권의 편 자명 목록 가

운데 표목 배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1978년에 개정된 

AACR2는 표목의 선정  형식에 있어 AACR보다 발 이 있었는데, 특히 

개인과 단체 사이의 자의 책임성을 결정할 수 있는 련규칙들이 제정됨으

로 인하여 표목선정에 있어 일 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한 편목작업

의 자동화 이후에 편목의 원칙에도 장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를 들어 기계시스템에 기 하는 미래의 목록규칙에서는 기본표목의 권 가 

존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 지만 발 하는 과학기술을 잘 이용하고 

 국제 인 공동인식과 력을 추구하는 오늘날에 도서  편목이 장차  

한번의 황 기를 맞이할 것으로 믿었다.5)

1978년 AACR2가 출 됨과 동시에 Gorman은 AACR2의 목 , 결과  

각 부분의 특색을 소개하는 을 발표하 는데,6) 이는 AACR2의 개요를 이

해하는 필독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AACR의 발 에 한 기여 이외에도 Gorman은 ISBD의 편집과 수정작업

에 참여하 다. 특히 그는 ISBD의 구두법과 규칙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일

5) Michael Gorman.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Rules for Entry and Headings,  Library 

Trends, Vol.25, No.3 (1977), pp.587-601.

6) Michael Gorman.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2, No.3 (1978), pp.2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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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주장에 해 실험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ISBD방식으로 목록된 카드에 

계통성과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7) 이는 독자가 목록을 이해하

는데 ISBD방식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HYPERMARC 이론

1978년과 1988년 두 차례나 AACR2의 편집에 참여하 던 Gorman은 

MARC 포맷에 한 미래지향 인 연구자들  한 사람이다. 그는 종이 없는 

사회와 통신수단에 의한 인쇄자료의 체로 서지통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학자들의 견해에 해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표 화되

고 구조화된 서지 코드들이 서지통정시스템의 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화된 서지 코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사용해야 한

다면 그 주요한 구조는 MARC 포맷이 될 것이며, 이것이 AACR의 진

인 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목록법 시 로 이어지려면 MARC 포맷에 상당

한 양의 실용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MARC이 아주 획기

으로 변화된다면, 그 결과물의 명칭을 HYPERMARC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하다고 하면서 MARC의 체물로서 HYPERMARC을, 그리고 AACR2의 

체물로서 HYPERMARC-Manual을 주장하 다.8)

그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MARC시스템은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지

만, 련된 단 코드들과는 연계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MARC 코드를 체하는 것이 된다. 한 각각의 물리  상물, 물리  

상물 세트, 물리  상물의 내용  지 으로 특이한 부분, 그리고 작

(work) 등에 한 복합  코드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다. 이러한 코드들

은 간단한 데이터를 담고 있을 것이고, 명료하고, 복합 이고 정교한 방법으

로 연결된다. 그는 개별 코드가 ①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한 기술, ② 자명 

거데이터, ③통일된 서명 거데이터, ④주제 근 데이터 등의 요소를 선택

7) Michael Gorman and Jami Hosinpiller. “ISBD : Aid or Barrier to Understanding?”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40, No.6 (1979), pp.519-526.

8) Michael Gorman. “After AACR2R :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The 

Origio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Smiraglia, R. P., Chicago, ALA, 

1992,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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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할 것으로 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제 근 데이터는 DDC기

호, LC주제명 표목, PRECIS String 는 개별주제 거 코드를 포함하는 

패키지가 될 수도 있다. 한 이 시스템은 모든 서지  계를 표 하기 

해 이들 코드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견된다. 

Gorman은 만약 MARC가 이 게 격렬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AACR2의 진  개조를 해 공개될 것이고, 그 결과는 HYPERMARC 

Record Preparation Manual-Bibliographic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Manual은 무엇을 포함하게 될 것인

가? 이에 해 Gorman은 그것이 AACR2와 같이 기술(description)과 

근(access)의 두 부분과 련이 있겠지만, 그 내용과 내부  조직은 서로 매

우 다른 것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anual의 1부는 기본 으로 AACR2의 1부와 유사하지만, 세 가지 에서 

요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술데이터에 한 HYPERMARC 

지시자(태그와 부호)를 할당하는 방법에 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기술의 특징이 되는 고정장필드부호 등의 할당규칙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가장 요한 것으로서, 분석을 한 보다 철 한 규칙과 분출 록이 언제 작

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규칙부분이다. 매뉴얼의 2부는 본질 으로 자명 

거패키지, 서명 거패키지, 자명/서명 거패키지 등의 구축에 한 규

칙, 서지  기술사항과 다른 패키지들을 연결하기 한 규칙, 그리고 근에 

요한 고정장 필드와 다른 MARC 부호들의 할당에 한 규칙 등으로 구성

될 것이다. 

Gorman은 이러한 목록법의 개정을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AACR2와 AACR2R이 이 의 규칙으로부터 여 히 

이어받고 있는 불필요한 편들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것들  가장 표

인 것이 부록 A에 있는 ‘ 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어는 문자이어야 한

다’는 규칙이다. 둘째로 법률자료, 음악통일서명, 성경들을 다루는 규칙들이 

법률주의에 기반하여 불합리하게 정교함으로 이를 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의 개정 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생겨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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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문헌의 목록문제 

Gorman은 1996년 ꡔ동아 학교 개교 50주년 기념강연회ꡕ에 청되어 남

기고 간 자료집에서 자문헌의 목록문제에 해 언 하고 있다. 그는 서지

통정기법을 자 커뮤니 이션 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우선 두 가지 기

본 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 는데, 첫째는 어떤 자문헌을 목록할 

것인가이며, 둘째는 재 사용하고 있는 표 과 규칙이 목록 상문헌에 합

한가라는 이다.9)  

첫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 그는 사서들의 가치 단을 지 하고 있다. 즉, 

사서가 자문헌을 했을 때 이것이 인쇄물이었다면 자신의 도서 에 넣었

겠는가라고 자문해보고, 그 답의 여부에 따라 자문헌을 목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자문헌에 합한 표 과 규칙에 한 설명으로 그는 AACR2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측하고 있다. “AACR2의 제9장은 재개정되어 자문

헌, 특히 원격 자문헌의 기술문제를 반 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작물의 기술은 지  실체로서의 작물을 표 으

로 나타내는 근 과 연계된다고 하는 AACR2의 원칙에는 하자가 없으

며, 따라서 이것이 모든 종류의 자문헌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의 기

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AACR2의 

개정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자문헌의 를 많이 포함시키게 될 것이며, 그래

서 모든 매체로 제작된 간행물의 서지  유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AACR2

의 원칙이 계속 견지될 것이다.” 물론, Gorman의 주장은 폭발 인 자문헌

의 출 과 그에 한 목록의 필요성을 지 하고 있는 여러학자들의 의견과 

유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번씩이나 AACR의 개정에 참여한 경력

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주장의 근거와 실 성은 막 하다고 볼 수 있다. 결

과 으로 최근에 개정된 AACR2R(2002년 )은 Gorman의 측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다. 

9) Michael Gorman 저, 김정근 역. “전자문헌세계의 무질서와 목록의 문제,” 국회도서관보, 제
254권 (’97.8) pp.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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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헌의 목록결정과 실제 인 규칙  표 에 한 언 이외에도 그는 

키워드 검색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주제명표목표와 주요 분류표

(DDC, LCC)를 들었다. 그는 LCSH의 용어에 해 많은 사람들이 비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어의 구조는 기본 으로 하자가 없으며, 특히 온

라인시스템에 용되면 합성과 재 성의 면에서 훨씬 우수한 검색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한 MARC에 해서는 자신이 이 에 주장한 HYPERMARC 이론이 먹

들지 않음을 애석해 하면서, 그 결과 재는 세련된  온라인 시스템

의 이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MARC 코드와 그 코드에 

기반을 둔 수백개의 시스템의 향을 받고 있다고 하 다. 그러면서 자문

헌의 양이 무 커지기 에 그들을 한 새로운 MARC 시스템을 만들어 

자문헌을 범 하게 목록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4.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연구

4.1 교육도서관(teaching library) 개념

1977년에 국을 떠나 미국 일리노이 학 샴페인 캠퍼스의 도서 에 빙

된 이후, Gorman은 도서 의 행정업무와 함께 도서 학과의 강의도 담당하

다. 국도서 에서 문 인 훈련을 받은 그는 도서 학의 교육에 있어 

실무를 매우 시하 다.  즉, 사서직은 다른 어떤 문직보다 교육과 실제업

무와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하 다. 특히 기술업무(teachnical services) 분야의 교육은 많은 실무 인 훈

련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서 (teaching library)’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했다.10) 그가 체계 인 계속교육을 한 가장 이상 인 시스

템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교육도서 의 기반은 주요(major) 도서 학과가 

설치된 학내의 도서 이다. 그는 학도서 이 실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10) Michael Gorman. “The New Teaching Library,” American Libraries, Vol.12, No.10 (1981), 

pp.6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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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교실학습을 보충해 만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교수시스템(faculty system)

이 교육도서 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집단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 다. 

교육도서 의 운 에 한 Gorman의 구체 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  

교육도서  체계내에서는 도서 과 도서 학과가 조직 으로 통폐합될 것이

며, 도서 원들은 자신들의 실무분야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자신에게 배속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모든 

도서  경  부문에 다양한 수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서 의 한 부분은 

학생들이 직  경 ․ 리할 수 있도록 비워둘 수도 있다. 한 교육도서

은 모든 사서와 학생들이 도서  서비스의 향상을 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에 실무상황에서 실 이며 목 지향 인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연구사서들의 육성에도 매우 유리하다. 

그는 이와 같은 교육도서 이 도서 학과 교사들의 신개념 신기술의 장소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학생과 도서  모두에게 매우 효과 이라고 

하 다. 즉, 학생은 사서직의 화려함과 어려움 등의 실상을 제 로 깨달을 수 

있으며, 도서 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은 세 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에 지

속 으로 노출됨으로써 감을 받을 수도 있어 결과 으로 도서 과 도서

학과 모두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업무에 한 도서 학과 학생들의 무 심을 없애고, 진정한 

의미의 기술업무 교육을 해 제안했던 교육도서 의 개념은, 이후에 주장했

던 도서 학 교육의 발 방안11)의 일부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핵심  내용이

라 할 수 있겠다. 

4.2 도서관학 교육

1988년 일리노이 학을 떠나 캘리포니아 학도서 으로 옮긴 이후, 도서

학 교육에 한 Gorman의 연구는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그는 도서

11) Michael Gorman. “Reactions to Merchant, Library Education: Myths and Unrealities,” The 

Journal of Librarianship, Vol.10, No.4 (198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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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명칭이 정보학과로 변경되는 당시의 상황에 해 우려를 나타내면

서, 도서 학의 명칭변경과 련된 당시의 도서   도서 학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12) ①도서 학과의 교수들은 도서 원이 아니고 

한 이들은 도서 원과 사서직을 시한다. ②많은 도서 장들이 도서  

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든지 이 직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③도서 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기 때문에 갈수록 외부 

사람들의 시를 받지 못한다. 그는 비록 정보학이 차 으로 도서 학의 

지 를 신하고 있지만, 정보학에 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

며 사람들의 공동인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도서 학은 지식 역에

서 확실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분류와 목록으로 표되는 서지통정 분야의 교육에 한 연구에서 

Gorman은 당시 미국 도서 학 교육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서 서지통정 분야의 교과과정을 제안하고 있다.13) 즉, 도서 학 교육의 문제

이 교육과 도서 내의 직무훈련간의 차이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자신의 주

장을 반복하면서, 도서 학교와 도서  양쪽 모두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그

리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모든 도서 원들에게 필수 인 문지식

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두 부류의 핵

심교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핵심교과에 포함될 첫 번째 역은 도

서 사, 도서  철학  도서  직업윤리로, 이러한 과목들을 통하여 학생들

은 도서 의 역사와 도서  업무의 내용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핵심

교과의  다른 역은 서지통정 분야이다. 그는 서지통정이 도서  업무의 

심장이기 때문에 도서 학 교육에 분류와 목록을 핵심과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 인 서지통정 분야의 교과요강은 편목 

 분류의 역사와 변천, 도서 원의 가치 , 기술목록원리, 주제목록의 원리, 

서지통정 시스템의 특성, 서지통정과 참고 사, 서지통정과 장서개발, 특정 

목록규칙, 주제명표목 시스템, 서지통정과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서지통정

12) Michael Gorman. “A Bogus and Dismal Science, or Eggplant That Ate Library Schools,” 

American Libraries, Vol.21, No.5 (1990), pp.462-463.

13) Michael Gorman. “How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Taught,” American Libraries, 

Vol.23, No.8 (1992), p.694, pp.69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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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라인 환경, 서지통정의 경제  효과 등이다. 

4.3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  이용교육에 한 Gorman의 입장은 처음에는 반 하 지만 차츰 

지지로 변화하 다. 그러나 근본 으로는 도서  이용교육을 반 하 다. 그

는 “1온스의 시기 한 조가 1톤의 지도(guidance)를 월한다”14)고 믿

었다.

그러나 1990년  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경비를 삭감하는 것에 하여 강력하게 반 하는 을 발표하면서, 이용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15) 그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다종족, 다언어의 환경

에서는 각종 도서 은 반드시 도서  이용교육을 제공하여 의 읽기․쓰

기 능력  도서  이용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도서  이

용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입학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도서  이용교

육을 극 으로 제공하여 학습습득을 고무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학도서

의 핵심  역할 의 하나라고 하 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이용교육 로그

램을 일반 수업과정에 통합시키고, 가능하다면 필수과목화하거나 학 화하는 

등 강력하게 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5.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연구 

5.1 신도서관학5법칙 

1931년 근 도서 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Ranganathan은 자료이용주의

와 사제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도서 학5법칙’을 발표하여 도서 학과 

도서  운 의 기본철학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칙들은 당시의 사회

14) Michael Gorman. “Sending for a Child of Four! or Creating the BI-Less Academic Library,” 

Library Trends, Vol.39, No.3 (1991), pp.354-362.

15) Michael Gorman. “The Domino Effect or Why Literacy Depends on All Libraries,” School 

Library Journal, Vol.41, No.4 (1995),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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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를 반 하여 함축 으로 표 한 사서직의 규범이나 도서 의 이념  운

원칙에 한 것으로서, 지난 반세기에 걸쳐 도서 학의 철학  기반을 다

지는데 크게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공공도서 선언을 비롯한 

사서직의 윤리강령이나 도서 헌장을 입안할 때 이념  기 가 되었다.

그러나 재의 도서 환경은 격하고 범 한 변화를 겪고 있어 의 법

칙들에 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하여 Michael Gorman은 

랑가나단의 진실을 재해석하여 재는 물론 미래의 도서 에도 용 가능한 

이른바 ‘신도서 학5법칙’을 1995년에 제시하 다.16) 

제 1법칙은 ‘도서 은 인류에게 사하라(Libraries serve humanity)’ 이

다. 도서 학의 주된 철학은 개인과 지역공동체  체사회에 한 사이

다. 그는 사를 개인 인 요청에 한 행 와 보다 높은 인류의 소망을 

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도서 학에서의 사는 그 이상으로 질 인 면을 시

하고, 도서  이용자의 기 에 부응하거나 더 뛰어나길 바라는 욕구를 내포

하고 있다고 하 다. 이런 에서 이 법칙은 국 , 민족, 인종, 이념을 월

하는 인류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한 도서 의 사제일주의 이념을 제시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제 2법칙은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고려하라(Respect all 

forms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이다. 이 법칙은 정보수

집  달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모든 정보요구에 극 으로 

처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지식정보 수단이 이  

달방식을 어낼 것이라는 측으로 환 받고는 있지만, 과거의 모든 수단의 

장 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달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최 의 미래도서 에 

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3법칙은 ‘ 사를 향상시키기 하여 정보기술을 하게 활용하라(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이다. 이것은 도서 직이 

기존의 로그램과 사활동에 신기술과 커뮤니 이션 수단을 성공 으로 

목시킴으로써 발 하 으므로 향후에도 정보기술을 하게 활용해야 도서

16) Michael Gorman. “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s,” American Libraries, Vol.26, No.8 

(1995), pp.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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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기능이 제고된다는 기술도입의 당 성을 피력한 법칙이다. 이 법칙

은 앞서의 제2법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인 방식과 비

자 인 방식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4법칙은 ‘지식에 한 자유로운 근을 보장하라(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이다. 이 법칙에서는 도서 이 사회 ․정치 ․지  자유

의 심기 인 이상, 소장자료에 내재된 사상이나 의도가 무엇이든 자유로운 

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도서 의 사회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도서 은 모든 사회공동체의 망라  기록자료들을 보존해야 하고, 그것들

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5법칙은 ‘과거를 존 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라(Honor the past and 

create the future)’이다. 이 법칙은 앞서의 제2법칙과 제3법칙에서 함축하

고 있는 통과 미래의 조화, 즉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도서 은 무수한 지  문화를 소장한 과

거의 역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양자간에는 결코 단 될 수 없는 불가

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2 미래도서관에 대한 비전 

Gorman은 캘리포니아 주 마운트뷰에 치해 있는 연구도서 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 Inc.)의 산 책임자인 Walt Crawford와 1995년에 

“Future library - Dreams, Madness, & Reality”라는 서를 공동으로 

작하 는데, 이들은 스스로 도서  산 문가들이면서 결코 산을 ꡔ 신ꡕ

하지 않는 논조를 일 되게 유지하고 있다. 한 그는 ꡔ동아 학교 개교 50

주년 기념강연회ꡕ에서의 연설에서도 “Future library...”에서와 동일한 어조

로 미래도서 에 한 비 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  ‘꿈’과 ‘ 기’, 그리고 ‘

실’ 인 측면에서 미래도서 에 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7)  

미래도서 에 거는 우리의 ‘꿈’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스런 근이 가능하도

17) Michael Gorman 저, 김정근 역. “꿈, 광기, 그리고 현실,” 디지털 도서관-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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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다. 모든 언어로 된 자료, 모든 나라의 모든 형태로 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숙련된 문사서로 하여  이용자를 돕게 하며 

문명의 기록물을 제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도

서 은 지역과 국  력 체제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오래

된 기술을 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물장서

를 범 하게 갖춘 장소와 원격자원에 한 편리하고 자유스러운 근이 보

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의 입장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지식과 정보의 기록이 한가지 형태로

만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속에 가장 잘 변되고 있다. 이 한 가지 형태

가 다른 모든 형태를 체한다는 것이다. 이 편벽된 비  아닌 비 은 실

될 수 없으며 결코 그 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도서 의 ‘ 실’은 당연히 경제  사정에 따라 향을 받을 것이다. 그 

어느 곳도 완벽한 도서  서비스가 요구하는 정도로 풍부한 도서  자료의 

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상 인 도서  서비스가 요구하는 만큼 문 인 직원을 충분히 공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균형이다. 어떻게 통 인 자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술의 명한 이용을 증 시켜 나갈 것인가? 기존의 인력 자원을 최

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장소로서의 도서 과 벽없는 도서 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Gorman은 와 같이 미래도서 에 한 ‘꿈’, ‘ 기’, 그리고 ‘ 실’ 인 입

장을 정리하면서 도서 의 미래에 한 비 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것은 일부 사서들과 많은 컴퓨터 련 인사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본질 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의 도서 이 소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도서 이 기존의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와 서비스에 새로운 기

술을 통합하는 과업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속에 뿌리를 둔 실

천과 가치에다 새로운 것이 합된 그 무엇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비 이야 말로 우리에게 도 과 보람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이성과 

냉철한 분석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 두 번째 정신의 비 에 

따라 기꺼이 기술 신을 해야 하며, 동시에 과거와 재의 장 을 살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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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  론

지 까지 도서 과 련된 Gorman의 경력과 연구논문 등을 분석해 본 결

과,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종합해 볼 수 있었다.18) 

첫째, Gorman은 최상의 실무 인 도서 원이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나는 

도서 원이며, 도서 원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이 많았다. 1966

년 졸업 이후 35년 이상을 국가도서 과 학도서 에서 편목직원, 편목주

임, 기술업무부 주임  도서 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 다. 도서 에서 실제

으로 편목작업에 참여한 것 외에도 편목규칙의 편찬과 수정을 연구하 으

며, 도서 장을 담당한 이후에는 심과 연구 역이 도서  미래의 발 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극 이고 창의 이며, 성실한 도서 원으로서 도서

원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문 으로 Gorman은 서지통정의 권 자이다. 그는 ISBD와 AACR2

의 편집과 수정에 참여하 으며, 연구논문을 계속 발표하여 편집과 수정의 

이념과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 다. 결과 으로 ISBD는 각종 출 형식의 서

지기록을 표 화시켰으며, AACR2는 각종 출 매체의 자와 단체 자의 선

택방식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요목록의 선정을 보다 탄력 으로 만들었다. 그

는 서지통정 분야에서의 노고를 인정받아 1979년과 1992년에 Margaret과 

Dewey 상을 받기도 하 다. 

셋째, Gorman은 도서 학의 교육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리노이 학과 

시카고 학에서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도서 과 도서 학과간의 긴 한 

력으로 교사와 학생이 이론과 실무 모두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는 지식 역에서의 도서 학의 상을 확신하 으며, 이 때문에 각종 학술

연구회와 문강연 등에서 직에 있는 도서  직원들에게 도서 학과 도서

의 의미와 목 을 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18) 王美鴻. op cit.을 종합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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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Gorman은 정보기술의 기능화를 강조한 미래도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과학기술은 일종의 도구이므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도서

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래의 도서 은 

기존의 다양하고 풍부한 로그램과 사활동의 기반 에서 정보기술을 선용

(善用)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인류 사라는 도서 의 최종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목록규칙과 표  그리고 정보

기술업무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용되었으며, ‘신도서 학5법칙’에도 천명되

어 있는 핵심사상이다. 

이와 같이 Gorman은 ‘실무 인 도서 원’, ‘서지통정의 권 자’, ‘도서 학

의 교육가’, ‘미래도서 학자’로서 도서 과 도서 학의 발 에 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학문 인 연륜과 실무 인 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의 심

은 처음의 기술 인 사항들보다 훨씬 범 하고 심오해져서, 최근의 그의 

작은 도서 직에 한 반 인 의미와 철학 인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그는 정보학과 정보기술이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 에 ‘ 근’의 

개념으로만 도서 과 도서 직의 논리를 설명하는 <가상도서 >의 지지자들

과는 달리, 기존의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와 서비스에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

합함으로써 인류 사라는 사서직의 기본철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듯 도서 과 도서 직에 한 그의 확고한 철학은 의 도서

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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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1)

김 정 근2)

목  차

1. 문  제

2. 기  회

3.   험

4.   응

5.   망

Abstracts

I have pointed out some dangers noted in bibliotherapy studies and practices in  

Korea. As a way of presenting solutions for those dangers, I have discussed the 

factor of ‘sincerity' and for explanation I have used the cases of the Developmental 

Bibliotherapy Society of Pusan and Shinsunghoe of Taejon.

독서치료 연구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험을 지 하고 그것에 한 

응책으로서 ‘진정성’의 요소를 제시하 다. 설명을 해 부산의 책읽기를 통

한 정신치료 연구실과 의 신성회의 사례를 분석하 다.  

1) 이 글은 2005년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2005. 11. 28, 충남대 정심화국제
문화회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
다. 발표 때 토론자 이소라(가족사랑연구소장)와 장석경(푸른초장 사이버상담실 소장)의 
지적은 특히 도움이 되었다. 

2)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지도교수, 비블리오테라피 칼럼니
스트(jgunki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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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제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 문제와 련하여 개인 으로 큰 충격을 경험한 문헌

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신의학 계통의 연구 보고서 다. 이충경 외, 

<정신질환실태 조사>(2001. 12. 31)가 그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

부가 2001년 한 해 동안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3개 국립  시립 정신병원과 

서울 의  등 국 7개 의 에 의뢰해 국 규모로는 최 로 20세에서 64

세 사이의 성인 남녀 6,114명을 상으로 정신질환 실태에 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300쪽이 넘는 이 방 한 보고서의 내용은 한

마디로 충격 이었다. 그 때까지 나의 상식을 완 히 뒤집는 것이었다. 이 보

고서가 나왔을 당시 어느 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생을 통해 우리 국민 3명중 1명이 니코틴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

으로 고통을 받지만 전문 치료는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니코틴 알

코올 중독을 제외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울증 등 기분장애, 공포증 등 불안장애, 정

신분열증 등 정신병적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을 앓은 비율은 8.9%로 이를 전체 국민

으로 환산하면 성인 281만 8506명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조사 상 중 8.7%만이 지난 1년간 의사 상담 등 전문적

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혀 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체 국민의 8.9%에 해당하는 280여만 명은 그야말

로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이다. 동시에 그 범 에는 미처 들지 않았지만 근

하는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심리 으로 힘들게 견디며 버티고 있는 더 많은 

경우의 상처 입은 자와 장애자를 상정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문제이다. 매일 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 아픔과 불편은 

그 로 두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남기는 여운

이자 숙제 다. 

내게 충격으로 다가온  하나의 문헌은 한 때 잘 나가던 계간지 <당 비

평>이었다. <당 비평>은 2001년 겨울호에서 기존의 경향과는 사뭇 다르게, 

3) <문화일보>, 200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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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다른 계간지와도 다르게,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 문제를 기획물로 

다루고 있었다. 계간지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서 정신장애 문제를 

의제로 설정한 것은 획기 이었다. 필진은 의사 두 사람, 정신보건 문 간호

사, 작가 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 문제를 ‘편

견과 차별’의 에서 검토하는 것이었으며 앞의 역학조사의 내용을 확인하

는 면도 있었다. 네 편의 을 다 읽은 후 나는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나

라한 우리 사회 정신보건의 실상 앞에서 충격을 할 수 없었다.4) 

의 두 문헌이 단 으로 증언하듯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정신장애의 범

가 매우 넓고 겉으로 드러나게 는 잠재 으로 돌 과 치유가 필요한 사

회 구성원의 규모가 크다는 에서 문제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한 일차 인 책임은 정신의학의 몫이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임

상심리학, 정신보건간호학과 정신보건사회복지학이 책임을 분담해가야 한

다.5) 그러나 이 네 분야의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 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돌 과 치유가 필요한 인구의 규모가 그들의 손이 고루 

미치기에는 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2. 기  회

한편,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는 그것이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생

애의 발달 과업과 련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정된 수의 문가들의 손

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 으로 ‘온

정’(warmheartedness)에 기 한 상담자이며 치유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교사, 사서, 성직자, 일반사회복지사, 일반간호사 등이 ‘온정+기술’에 기 한 

상담자로 재무장을 하고 나설 수 있다면 역할을 다소 분담해낼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문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

4) <당대비평>, 2001년 겨울호의 기획물은 그 뒤에 다음의 단행본에 포함되었다.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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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 는 반드시 문가의 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안  요법의 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등이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이 지 에서 보이는 것이

다. 내가 심을 가지는 독서치료(bibliotherapy)도 같은 공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들 안  근들이 기여의 정도 면에서 반드시 덜 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의 상처를 덜어주고 생애의 발

달 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다는 측면에서 그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항생제, 아스피린, 각종 연고 등

을 반드시 덜 요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사회에서 안요법 계통의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진작 이와 같은 사

정과 조건을 십분 이해하고 기회를 활용해온 것 같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

은 입지 확보를 해 애쓰던 처음의 단계를 지나 도약을 시도하는 ‘이륙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해당 분야의 출 물 황을 들여다보면 강 

알 수 있다. 가령 인터넷서 이나 도서  목록에 들어가 음악치료나 미술치

료를 검색해보면 각각 30 타이틀 후가 떠오른다. 독서치료는 이보다 조  

뒤져있다. 10 타이틀 후가 뜬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이론과 방법에 한 

지식이 축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어느 한 분야에서 나온 

책이 겨우 몇 십 타이틀 정도 되는 상태에서 ‘많이 발 한 분야’라고 말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천  활동 역시 아직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를 포함한 안  요법의 단계를 이제 

막 ‘이륙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6) 

이제 독서치료에 국한하여 이야기를 조  더 진 시켜보자. 비행기에 비유

하여 엔진에 시동을 걸고 비하는 시간을 지나 이제 막 육지를 떠나 비스듬

히 치솟기 시작하는  ‘이륙기’의 모습을 검해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을 짚을 때 지방법원의 가사조정 원인 

이 애를 심으로 하는 ‘신성회’ 련 이야기를 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성회는 1991년에 시작하여 지난 15년 간 활동을 펼쳐온 표 인 독서치

6) 김정근,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2005년 2월.



도서관 Vol.60 No.2 (2005년 12월) 167

료 그룹이다. 가장 오래 검증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성회는 주로 가정

생활과 정신건강에 심을 두며 그 리더들은 스스로 책을 통해 치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확장하여 치유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체

험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에 심을 가지는 경우를 ‘상처입은 치

유자’(wounded healer)라고 한다. 이런 배경을 가지면 치유 모임을 사변에 

흐르지 않고 실천 이고 효과 으로 이끌 수 있다. 그동안의 찰에 비추어 

보면 신성회의 활동이야말로 진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것은 이 애

를 비롯한 이 모임의 주요 멤버들의 ‘진정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

고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진정성’에 해서는 이 의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 (홍성사, 

2000)이 간의 활동 소식을 해 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

이다. 무엇보다 독창 이고 개척 이다. 나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가 뿌리를 내리는 데 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7) 

독서치료 활동과 련하여  하나의 요한 조직이 있다. 바로 한국독서

치료학회이다. 이 학회는 2003년 3월에 출발한 학회인데도 벌써 [독서치

료], (학지사, 2004)(개정 ); [독서치료의 실제], (학지사, 2003); [시치

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역서)를 내놓고 있다. 활동가들은 주로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배경으로 하며, 따라서 상을 어린이로 삼고 매체는 

주로 문학에서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의 출 물을 검토해보면 학

회장 김 희의 활동이 특히 돋보인다.

2005년 9월에  하나의 다름을 주장하는 독서치료 련 학회가 선을 보

다.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가 그것이다. 문학의 다양한 장르에서 치유 활동

의 힘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이라고 한 것처럼 보인다. 이 학회는 경북

학교 학원의 동과정인 문학치료학과가 그 심에 있다. 학회의  회

장인 변학수는 학회 출범 이 인 2005년 1월에 학지사를 통해 [문학치료]라

는 타이틀로 학술성이 높은 단행본을 출간한 바가 있다. 이 ‘통합’ 학회의 성

격은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구체 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 신성회 활동은 다음의 자료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의사 같은 책, 보약 같은 책”, 

<시사저널>, 200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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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물량 면에서는 학의 평생교육원과 민간의 교

육기 의 독서치료 활동이 오히려 더 활발하다. 이들 기 들은 부분 독서

치료사, 독서치료 문가, 아동독서치료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운 하고 있으

며, 그 분포는 국 이다.8) 

이제 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서치료 련 이야기를 조  해

볼까 한다. 우선 부산 학교에 치해 있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이 있다. 이 연구실은 독서치료 역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발 시키고 있는 

학원 학생, 심 있는 교수와 도서  사서가 주요 구성원이다. 근래에는 주

로 새로 발굴한 치유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독서치료를 도서  장에 

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궁극 인 심은 독서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다.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와 교

육 학원 사서교육 과정에 독서치료 강의가 매 학기 번갈아 가며 개설된다. 

부산 학교 평생교육원에도 독서요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독서치료 련 로그램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한 가지는 책읽기 자체

를 통한 치유의 ‘체험’을 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계

자들은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기획 독

서’, ‘학습 독서’, ‘기능 독서’를 되도록 경계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 원리는 실

천을 요하게 여기는 참선이나 요가에서와 같다. 다른 한 가지는 독서치료

사란 표 을 편의와 필요에 따라 드물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  삼간다는 

것이다. 그 신 치료 모임의 진행자 는 인도자 정도의 표 을 즐겨 사용

한다.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핵심 역할은 책 읽기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기본 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  문제 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

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9) 

8) 황금숙, “독서치료 교육현황과 문헌정보학의 역할”,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
집>, 한국도서관협회, 2003, 201-231쪽. 

9) 그동안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와 실천의 결과는 다음의 
단행본 출간으로 나타났다. 신주영,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한울, 2004; 송영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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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독서치료에 한 도서  장의 호응도 만만치 

않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마음 아  이들은 남구도서 으로 오세요.” 이

것은 부산의 공공도서  가운데 하나인 남구도서 이 2004년 이래 내걸고 

있는 홍보물의 내용이다. 이 도서 은 작년 이래 매년 4월 도서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 건물 로비에서 독서치료 도서 시회를 마련하면서 목록을 생산

하여 배포하고 책을 별도의 공간에 비치, 서비스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주부

독서치료교실’ ‘자녀독서치료교실’을 운 하고 있다. 다음은 남구도서 의 간

행물에 나오는 행사 취지문의 일부이다.

책읽기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키고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독서치료는 지

적 욕구만을 채워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읽는 이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

하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

에 맞는 책이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책을 서지 

작업화 시켜놓는다면 독서치료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남구도서관 독서치료 사업이 우리 사회를 ‘상처주는’ 사회에서 ‘치유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10) 

도서 이 이처럼 ‘치료하는 책’에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  근래의 

일이다. 경남의 창녕도서 이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을 펴낸 것이 

2002년이었고, 울산남부도서 이 <마음 아  이들을 한 자가치유 도서목

록>을 꾸며낸 것이 2003년이었다. 2004년 부산의 연산도서 은 <마음을 치

유하는 책으로의 여행>을 펴냈다. 이들 도서  역시 목록에 올라있는 치유서

를 별도의 서가에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도서 의 정규 로그램으로 주부, 

청소년, 어린이를 상으로 독서치료 모임을 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의 

서치료와 공공도서관 서비스], 한울, 2004; 김민주,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
서치료], 한울, 2004; 김경숙,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한울, 2004; 김수진,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독서치료], 한울, 2004. 저자들은 독서치료 과정에서 책 읽기 자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신분석과 상담 과정에서 먼저 ‘병식’이 생긴 다음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과 흡사한 변화가 치유서를 읽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한 편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만한 독서치료사(bibliotherapist)의 자격 제
도가 미처 확립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출판시장에 좋은 치유서가 
많이 나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0) 2005년 9월 독서의 달 기념 <남구도서관 독서치료목록>(부산남구도서관),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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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도서 과 경남 양산도서 이 열에 참가하 다. 그러고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2000년 에 들어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상이며 다른 지역

의 도서 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상이 내가 보는 독서치료의 풍경이다. 2005년의 시 에서 비교  큰 움

직임을 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나는 지  이 이륙기의 풍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기 와 우려 속에서 되새겨보고 있다.   

3. 위  험

비행기의 경우가 그 듯이 이륙기에는 험이 따른다. 험은 주로 련자

들의 집 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에서 비롯된다. 우선 실 

속에서 찰되는 유혹과 혼란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것을 소통을 쉽게 하려는 뜻에서 수입학의 함정, 경계 혼란의 함정, 목  

상실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우선 수입학의 함정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이야기해본다면 강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 합성

(relevancy)의 문제는 매우 요하다. 지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는 실

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의 압도  향 에서 발 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독서치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역

에 속한다. 그래서 시공을 달리하는 서양에서 치유 문제를 안 으로 해결

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이론과 방법을 그 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해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이 따른다. 바람직하기로는 한국의 독서치료

는 한국의 실과 환경에 한 찰에서 일반  법칙을 도출해내는 귀납  

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는 이 

원칙을 그다지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서양의 이론과 근 

방법을 한국의 실에 그 로 용시키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한국 인 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완 히 유

리된 매우 서양 인 이야기가 련자들의 모임이나 간행물에 나타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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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이 때 통상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서양의 이론과 방법은 서양의 실

에 한 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귀납  결론이 아닌 

연역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 으로 문제가 많은 근법이다.  

이처럼 서양의 에서 우리 실을 보다 보면 련자는 남보다 서양을 

먼  그리고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근거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실

을 무 후진 인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서양 인 것에 몰입해 있는 어떤 련자는 우리 실을 개선

의 기회로 보기보다 개탄의 상으로 보는 일도 있다. 왜 서양은 런데 여

기는 아직 이 모양이냐고 꾸짖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식이 아

닌 서양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연구를 시도하는가 하면 실천에 뛰어들기도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혼란과 낭비를 래하

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이 있다. 서양에서 배울 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

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배울 이 많이 있고 한 실 으로 그 게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 분야의 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제는 서양을 ‘추수’하는 데 있다. 비  없이 그 로 따르며 옮겨

놓으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하  분야에서는 2000년

에 들어오기 오래 에 이미 ‘탈식민성’ 논의를 통해 상당히 많이 정리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독서치료 분야에서 아직도 지난 시기의 유령이 움

직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독서치료는 워낙 신생이고 세한 분야이기 때

문에 큰 흐름을 비켜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부끄럽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머

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11) 

경계 혼란의 함정에 해 말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막 이륙기를 맞는 

11) 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서 가령 “한국적 사회과
학방법론의 의의와 과제” “적실성 있는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 밑에 수없이 
많은 학술 모임이 열리는 것을 보아왔다. 직접 참석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근 엮음,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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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분야의 련자들은 인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독서치료를 통해 정

확히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를 넘어 성을 잃은 과감성과 

용기를 내보이기도 한다. 상품을 과  포장해 내놓기도 한다. 실수의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실 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의사, 정신보건 문요원, 독

서치료를 포함한 안 요법 련자 간에 어떤 명확한 업무상의 구분이 합의 

과정을 통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래서 혼란은 가 된다. 나는 독서

치료 련자들이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경계 혼란의 함정 역시 지 의 단계에

서 련자들의 미흡한 비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련자 

자신들이 떠맡아야 할 멍에로 남는다. 

나는 2004년 가을 부산의 BEXCO에서 열린 국도서 회의 독서치료 

련 세미나에서 어느 어린이도서 장이 한 발언을 잊을 수 없다. 그 때 발

언자는 자신의 찰에 근거를 두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독서치료 련자들

의 어린이 남용 사례를 지 하는 것이었다. 왜 멀쩡한 어린이들을 붙잡고 야

단들이냐는 것이었다. 발언의 요지는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조  ‘이상한’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것과 소  ‘치료’ 과정에서 결과

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때 갑자기 침울해지

고 걱정이 몰려오는 경험을 했다. 

목  상실의 함정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독서치료

는 말할 것도 없이 치유에 목 이 있다. 아  마음(sick mind), 상한 감정

(wounded emotion)의 치유에 목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치유 경험보다는 치유에 ‘ 한’ 지식이 주

로 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치유서를 읽는 과정에서 상처가 리되고 

완화되고 치유되기보다는 치유에 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

고 기능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여 치유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

이 사교육시장 심으로 움직이는 데 따르는 일종의 ‘상업주의’와도 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보고 있다. 우선 좋은 말로 설명을 함으로써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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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키고 보아야 한다는 열성의 결과처럼 보인다. 독서치료가 ‘ 사의 품목’

이기보다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것이다. 아무

튼 이 실은 독서치료의 호소력을 하시키고 수요자에 한 서비스의 폭을 

좁힌다는 면에서 바로 잡아져야 한다.   

4. 대  응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연구와 실천이 에서 지 한 험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 단계에서 맞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륙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안정된 궤도에 올라 지

속 인 발 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게 하려면 지 의 단

계에서 어떤 원칙에 한 확인과 그것에 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 장치를 제 로 작동시키기 한 련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이 목에서 생각하는 장치란 진정성의 회복 내지 강화라고 하는 하

나의 꼭지 에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한 이해와 련이 있다. 그것은 다시 참여자의 

치유 체험과 연결이 된다. 독서치료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밖의 모든 노력은 공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서치료 로그램의 디자인과 운 은 이 치유 체험에 집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심으로 한 나와 주변의 

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심 한 이 치유 체험의 극 화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해 상황과 치유서를 분류하고, 참여자와 진행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모임의 진행 방법을 실험해 왔다. 따

라서 이 작업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쪽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

체  실에 합한 국산 모형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생성 쪽에 희망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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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이 ‘자생’ 모델의 한 부분이 되는 몇 가지 교육과정를 소개한 

다음, 그것을 심으로 로그램 운 의 다른 부분에 해서도 설명하기로 

한다. 나의 주변의 경우를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설명을 한 상 인 합

성 때문이다. 개인 인 친 성이 설명을 해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완성도가 높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과정 1: 부산 연산도서관 성인 독서치료 강좌계획표, 2004>

김경숙 사서 진행

1회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치료의 이해/상황: 삶은 복잡하다/매체: 길 모퉁이(비디오자료)

2회 상황: 유년기의 아픔/매체: 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김주경 옮김. 동문선, 

2003/이호철. 학 받는 아이들. 보리, 2001.

3회 상황: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매체: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이훈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야기, 2001.

4회 상황: 남자와 여자/매체: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옮김. 이프, 

2001/김성묵.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김영사, 2003.

5회 상황: 가부장 사회/매체: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김현주. 장남과 

그의 아내. 새물결, 2001.

6회 상황: 딸과 여자의 자아/매체: 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7회 상황: 사랑/매체: 김형경.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1, 2권. 푸른숲, 2003/

배리 비셀, 조이스 비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전경자 옮김. 열린, 

2002.

8회 상황: 성폭력/가정폭력/매체: 사미라 벨릴. 나는 인생을 믿는다. 용경식 옮김. 마

음산책, 2003/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2001.

9회 상황: 부모/매체: 김정일. 이럼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박영률출판사, 

2002/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0.

10회 상황: 성인아이(adult child)/매체: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C.L. 휘트필드.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김응교, 이인출 옮김. 글샘, 1995.

11회 상황:말기환자와 가족/매체: 영원한 순환: 죽음(비디오자료)/최화숙. 아름다운 죽

음을 위한 안내서. 월간조선사, 2002/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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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옮김. 세종서적, 1998.

12회 마무리/상황: 삶은 어렵다/매체: 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 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1/최훈동.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한울, 

2001.

<교육과정 2: 부산 남구도서관 자녀 독서치료 강좌계획표, 2005>

김수경 사서 진행

1회 오리엔테이션/독서치료의 이해/자기소개

2회 상황: 자존감/매체: 리차드 칼슨.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박혜진 옮김. 창해, 2000/*맥스 루카도 글, 세르지오 마르네티즈 그림. 너는 아

주 특별하단다 2. 아기장수의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4.

3회 상황: 학 /매체: 이호철. 학 받는 아이들. 보리, 2001/*미라 로베 글, 박혜선 

그림. 내침구에게 생긴 일. 심세은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1.

4회 상황: 부모의 무지와 몰이해/매체: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 책. 미래m&b, 2000/

* 공지희. 영모가 사라졋다. 비룡소, 2003.

5회 상황: 성폭력/성교육/매체: 구성애. 니 잘못이 아니야. 올리브, 2003/

* 질 티보 글, 마리 클로드 파브르 그림.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이정주 옮김.

어린이작가정신, 2004/*마리 프랑스 보트 글, 파스칼 르메트르 그림.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홍은주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1999.

6회 상황: 왕따/매체: 이훈구. 심리학자의 교실이야기. 법문사, 2000; *문선이 글, 

박철민 그림.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1/*우메다 슌사코 글, 우메다 

요시코 그림. 모르는 척. 송영숙 옮김. 길벗어린이, 1996.

7회 상황: 어린이 정신건강의 이해/매체: 변영인. 우리 아이가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요. 오늘의책, 2002; 버지니아 M. 액슬린. 딥스. 주정일, 이원영 옮김. 샘터, 2002.

8회 상황: 자녀와 화법/매체: 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홍민 옮김. 양

철북, 2003.

9회 상황: 상실감/매체: 러셀 프리드만, 레슬리 랜던 매뮤스, 존 제임스.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 홍현숙 옮김. 북하우스, 2004/*마이클 로젠 글, 퀜틴 블레이크 그

림. 내가 가장 슬플 때. 비룡소, 2004.

10회 상황: 청소년기의 심리와 정서/매체: 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

혜, 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스티브 비덜프. 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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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싶은 이야기. 김선경 옮김. 북하우스, 2003.

11회 상황: 정체성 찾기/매체: 사이토 사토루. 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송

진섭 옮김. 종문화사, 2002; 사이토 사토루.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가. 

이규은 옮김. 종문화사, 2002; *야마나카 하시시. 내가 나인 것.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2003/*애덤스 & 부치. 넌 아주 특별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12회 평가/마지막 상황: 어른 역할은 어렵다/매체: 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

철, 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2. 

    * 표는 어린이 책임.

<교육과정 3: 울산 남부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강좌계획표, 2004>

김순화 사서 외 진행

1회 상황: 자아존중감/매체: 하나 요한슨. 우리 모두 꼴찌 기러기에게 박수를. 문성원 

옮김. 시니어공주, 1999/딕 킹스미스. 나는 고슴도치야.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

절, 2000.

2회 상황: 아버지와 어머니/매체: 문선이. 엄마의 마지막 선물. 계림닷컴, 2002/안네

마리 노른덴. 잔소리 해방의 날. 경기 학교 아동청소년 문학연구실 옮김. 온누

리, 1999.

3회 상황: 형제/매체: 후쿠다 이와오. 난 형이니까. 김난주 옮김. 아이세움, 2002/

구두룬 멥스.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많아. 문성원 옮김. 시공주니어, 

2000.

4회 상황: 맞벌이 가족/매체: 황선미. 목걸이 열쇠. 시공주니어, 2002/한국글쓰기연

구회. 엄마의 런닝구. 보리, 1999.

5회 상황: 이혼 재혼 가정/매체: 배빗 콜. 따로 따로 행복하게. 고정아 옮김. 보림, 

1999/김향이. 나답게와 나고은. 사계절, 2001.

6회 상황: 학 가족/매체: 미라 로베. 내 친구에게 생긴 일. 김세은 옮김. 크레용하우

스, 2001.

7회 상황: 친구/매체: 파울 마어. 나 친구 안 사귈레. 유혜자 옮김. 아이세움, 2002/

문선이.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1.

8회 상황: 나와 다른 사람/매체: 안드레아 샤빅. 난 크고 싶어. 그린북, 2002/고정욱.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교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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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상황: 불안과 두려움/매체: 다니에 포세트.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최윤정 옮김. 

비룡소, 1999/이상권. 겁쟁이. 시공주니어, 2001.

10회 상황: 정서장애/매체: 고정욱. 네 잘못이 아니야. 황금두뇌, 2001/이금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푸른책들, 2001.

11회 상황: 질병과 죽음/매체: 유리 브레이바르트.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김현

희 옮김. 느림보, 2002/베터 베스트라. 할아버지의 빨간 손수건. 조수경 옮김. 

여명미디어, 2002.

12회 상황: 성편견, 직업의식/매체: 로버트 문치. 종이봉지 공주. 김태희 옮김. 비룡

소, 1998/패트리샤 폴라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최순희 옮김. 시공주니어, 

2002/송재찬 외. 열두사람의 아주 특별한 동화. 파랑새어린이, 2001.

다시 말하지만 에서 든 는 지  우리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련 교

육과정 가운데 가장 잘 된 것이라거나 흠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교육

과정은 지 도 실험 에 있으며 용의 회수가 거듭되는 가운데 완성도가 

조 씩 높아가는 에 있다. 결코 완성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만 여기

서 사례로 삼는 이유는 ‘치유 체험’이라고 하는 가치를 철시켜내기 한 구

조를 설명하는데 상 인 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 있다. 이제 이 교

육과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의미를 무 주 으로 해석하여 

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맨 먼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말하

자면 상처의 부 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돌 이 

실하게 필요한 상처의 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은 참

여자가 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둘째, 상황 다음에 매체가 따른다. 이것은 일종의 처방이다. 상처의 부 에 

합한 처방을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체는 성인의 경우 픽션 자가

치유서(self-help books)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쪽으로 내려

12)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무엇인가?”, <출판저널>, 2004년 8월; 한윤옥, “독서치
료를 위한 상황별 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권 1호(2003. 3), 5-25쪽; 한윤옥,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
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II: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38권 3호(2004. 9), 249-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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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록 픽션이 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

추어 자가치유서에 한 기획자와 진행자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린이 쪽으로 내려올수록 매체 개발 정도와 효과의 측면에서 성인과

는 다르게 나타나는 실을 반 한 것이다. 성인을 한 자가치유서의 경우

에 자는 정신과의사, 심리치료사, 상담사와 같은 직업 으로 정신보건과 이

미 련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13) 

셋째, 이 교육과정의 운 에서 참여자(participant)의 치가 어떻게 설정

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황과 다양한 매체가 제시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참여자는 당연히 체 과정의 주체이다. 참여자가 능동 으

로 책읽기를 함으로써 치유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

의 경험이 참여자 자신의 주체  노력에 의해 담보되고 체화 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는 통상 다음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모임을 비하도록 안내 된다.14)

(1) 먼저, 치유적 책읽기(혼자서 한다)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13) 김정근, “치유서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2004년 9월; 김정근, “치유서의 조건”, <출
판저널>, 2004년 11월; 김정근, “자가치유서의 발견”, <출판저널>, 2005년 4월; 한윤옥 외,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 한국도서관협회, 2004. 픽션에 비해 넌픽션 
자가치유서의 장점을 특히 주장하는 학자로는 미국의 파덱이 있다. 다음의 책을 참고하
면 도움이 될 것이다. John T. Pardeck,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Guide to Bibliotherapy(Haworth Press, 1998); John T. Pardeck,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A Guide to Self-Help Books(Greenwood Press, 1993); John T. Pardeck & 

Jean A. Pardeck, Bibliotherapy: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93); John T. Pardeck & Jean A.  Pardeck, Children in Foster Care and 

Adoption: A Guide to Bibliotherapy(Greenwood Press, 1998).

14) 김정근, “소규모 독서치료 모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람과 책>(교보문고), 2004년 8월. 

독서치료 모임에서 참여자의 위치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실천의 과정을 통해 규정
되고 재규정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문헌이 참고가 될 것이
다. 파울루 프레이리, [페다고지].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02; 칼 로저스, [학습의 자유: 

인간중심교육]. 연문희 옮김. 문음사, 1990; 오한숙희, [수다가 사람 살려]. 웅진닷컴, 

2004; 오한숙희, [그래, 수다로 풀자]. 웅진지식하우스, 2005;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
기의 세계]. 청목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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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2) 다음으로, 치유적 글쓰기(혼자서 한다)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나’에게 와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 ‘나’ 자신에 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

는다.

  - 위의 내용을 메모 형식 또는 문장으로 솔직하게 정리한다.

(3) 마지막으로, 치유적 말하기(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

  - 준비해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내키지 않으면 조금만 열어도 된다.

  - 다른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화한다. 

넷째,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운 에서는 외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치료사’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신 ‘진행자’(facilitator)15)라고 부른

다. 진행자는 교육과정의 기획자이며 모임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조

정하는 기술을 발휘한다. 이 때 모임의 핵심 인 치는 참여자의 주체  역

할과 더불어 당연히 치유서의 몫이 된다. 참여자가 주체 으로 치유서를 만

나 치유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 체 과정에서 참여자와 치유서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해 진행자는 ‘의도된’ 소극성을 견지한다.16) 

15) Rhea Joyce Rubin,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Oryx Press, 1978) 

p. 2.

16) 김정근, “치료사(therapist)는 누구인가?” <출판저널>, 2004년 10월. 본문의 문맥에서 드러
나듯이 그렇다고 하여 진행자의 역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울러 독서치료 모임을 
구성하는 다른 참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참여자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이 치유적 환
경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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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 교육과정은  발달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

를 지향하며 지역 주민 일반이 일상생활에서 생애의 발달과업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을 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

획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지역의 학부모, 직장인, 어린이 등이 상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  독서치료(clinical bibliotherapy)는 지 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자세는 이

제 이륙기를 통과하고 있는 독서치료의  단계에 한 이해에 기 를 둔 것

이다.17)

여섯째, 이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 은 참여자와 치유서 간의 조우 계를 

요한 치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독서치료를 한 ‘ 략 세우기’는 상 으

로 덜 요한 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독서치료의 정의, 발 과정, 유형, 원

리, 목 과 가치, 과정과 방법, 자료, 치료자와 참여자에 한 설명 같은 것

은 비 이 낮다. 이와 같은 내용은 참여자가 지식의 학습으로 알아야 할 몫

이라기보다 진행자의 사  비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몫으로 돌려져 있다.18) 

나의 개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독서치료 공부는 학문  공부와는 다소 거

리가 있다. 오히려 자 거 타기, 단 수련, 요가, 명상, 선과 비슷하다. 체험

이 요하다. 마음으로 몸으로 익히는 것이 제일이다.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

고 하여 치유 체험이 생기거나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머리만 

아 다. 이런 뜻에서 에 내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

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말 요가와 명상, 독서치료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을 돌보는 오롯한 

시간이라는 것,요가 동작을 하며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듯

이, 보지 못하던 자신의 내면과 만나면서 심신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수련하는 

동안 몸과 마음의 긴장과 이완이 함께 어우러져 결국은 이완을 통해서 심신이 편안해

지는 것,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 느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머리로가 

17) 김정근,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2005년 2월. 나는 임상적 독서치료는 내부
적으로 좀 더 내공이 쌓이고 자격 제도가 확립될 때, 또는 외부적으로 다른 정신보건 관
련 전문가 그룹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협력 시스템이 성립될 때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18) 김정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경기도사서연구회지>, 24호(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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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부산 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김수

경의 메일 통신, 2004. 7. 1)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역 주민 상의 독서치료 로그램은 체험 

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참여자가 치유서를 직  면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고객인 참여자를 주체로 세우

고 그들로 하여  내면의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정성’의 내용이다.19)

5. 전  망

주변의 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독서치료 공부를 시작하여 심의 비 을 

높여가던 때 다. 우리는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비교  이른 

시기에 그것이 개인 으로나 직업 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

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 때까지 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로 ‘어려운’ 논

문을 생산하며 ‘학문’을 하던 처지 다. 그런 가운데 모처럼 만나게 된 독서치

료 공부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뜻밖

에도 거기에는 많은 지난날의 마음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

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치유서를 읽고 메모를 하고 화를 진행하는 동안 

그것들이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이 슬그머니 완화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

다. 그것은 새롭고 신선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이를테면 간단한 약제를 용

한 결과 오래 동안 성가시고 귀찮던 티  못 사마귀가 제거되는 효과를 보는 

것과 같은 경우 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인  체험에서 출발하여 도서 을 

심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과정을 밟게 되

었다. 그것이 지  여러 지역에서 선을 보여 비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도서  기반의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던 기 무렵에 나와 주변의 연구자들이 하게 된 

19) 독서교육에서 참여자의 주체성은 최대한 보장어되야 한다. 간섭은 금물이다. 이것은 독
서치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행자의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다니엘 
페나크, [소설처럼], 이정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는 이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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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다.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는 개념

이었다.20) 그것은 워낙 가톨릭 수도자인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 

1932~1996)이 사용하기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오한 성 훈련자이

며 술가이기도 했던 나우웬은 일 이 이 개념을 사목자의 역할과 련하여 

사용하 다. 그는 인이 처한 어려움을 규명하려는 시도 끝에 사목자 자

신이 겪는 시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일 요하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되었다. 사목자의 소명은 자신의 시 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

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목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혼란

한 세상에 동참하려 하거나, 강박 인 동시  사람들과 계를 맺으려 하거

나, 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등 그 모든 경우 그의 사목

이 진실한 것이 되는 길은 자신의 마음으로 직  경험한 고통을 증언하는 것

이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사목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처입은 치유자’는 진정한 사목자가 되는 조건이

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나우웬의 놀라운 깨달음의 결과 으며 지  독

서치료를 말하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다. 

나와 주변의 은 연구자, 활동가들은 처음부터 이 표 이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거다’ ‘바로 이거야’라고 외쳤다. 단도직입하면, 우리는 

모름지기 ‘상처입은 치유자’야말로 독서치료 로그램의 진행자(facilitator)

가 되는 자격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나우웬의 표 을 음미하는 가운데 마

음 속 깊이 굳히게 되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 자신의 비 과정에 용되

었다. 우리는 독서치료와 련하여 약간의 개념을 익히고 이론 공부를 하는 

한편 더 큰 비 으로 치유서 읽기에 몰두하 다. 치유서를 직  읽고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는 것이 비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비

교  많은 양의 치유서를 소화하고 몸으로 변화를 체험하 다. 우리가 선택

한 이 방법은 그동안 내부  공감이 깊어지는 한편 외부로부터도 매우 정

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과 련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연구자 신주

의 증언을 들어보자. 

20) 헨리 나우웬,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옮김. 두란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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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것도 병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

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믿고 있던 자신에 한 믿음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에 그 표현을 들었지만 인격장애라는 말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

후 몇 년이 지나 학원의 독서치료 과목에서 직접 치유서를 읽으면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나에게도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고 자

유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인격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전과는 달리 어떤 깨달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그 전에 비해 나 자신에 해 많이 알게 되었고, 분명한 개념으

로 나를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을 

할 때에도 일종의 여유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21)

이 연구자는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치유 모임의 

진행자가 되어 있다. 자신이 겪은 내면 인 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치

료 로그램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읽기를 통한 상처의 치유와 

내  변화를 나 어 가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연구자 신주 의 성숙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성의 원칙이 용되었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한 형을 확인하게 된다. 연구자 신주 이 치

유서를 직  만나고 그 가운데서 변화를 주체 으로 체험하는 신, 진행자

가 지식의 면에서 조  앞선 입장에서 독서치료의 ‘원리가 어떻다’ ‘과정이 어

떻다’ ‘ 차가 어떻다’ ‘유형이 어떻다’ ‘역사가 어떻다’ ‘ 략이 어떻다’라는 식

으로 설명을 길게 배치하는  다른 버 의 독서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과연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을까 하고 자문해본다. 솔직히 정 인 답을 하

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지 까지 이제 막 이륙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 활

동이 지 의 단계에서 드러내는 험 요소를 지 하고 그것에 한 해법을 

‘진정성’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 제시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주변

의 은 일꾼들과 더불어 실험의 일부가 되어온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

21) 신주영,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한울, 2004,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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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의 활동 경험과 그것이 지역의 도서 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치료 로그

램에 용된 사례를 활용하기도 하 다. ‘진정성’의 원칙이 확고하게 철될 

때 수입학의 함정, 경계 혼란에서 오는 무모함, 목  상실의 허 과 결합한 

상업주의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성숙한 입장에서 일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미숙하게 유희를 하는 입

장에 서서는 결코 제 로 된 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아껴두었던 말을 하려고 한다. 의 신성회 활동에 해 조  더 

자세히 언 할 필요를 느낀다. 특히 진정성의 문제와 련하여 그 다. 잘 알

려져 있는 것과 같이 신성회는 치유서의 활용 면에서는 기독교 쪽으로 치우

쳐 있다. 련자들의 개인  성향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독서치료

의 에서 보았을 때 의도 으로 상을 한정 으로 규정하고 집 력을 높

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약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성회는 자료의 활용 면에서는 내가 

련을 가지는 국립 학을 기반으로 하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경향과도 많이 다르다. 우리가 선호하는 자료는 다분히 ‘세속 ’이다. 우리는 

종교 인 면에서는 우리의 실인 다종교 사회를 제로 근한다. 모임의 

구성원을 고려할 때 그 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내가 신성회 활동에서 주목하는 것은 방법론 인 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내

가 말하는 진정성에 많이 근 해 있다. 무엇보다 계자들은 스스로 ‘상처입

은 치유자’이다. 이와 같은 기  에 참여자의 처지에 한 동정심과 공감, 

기독교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 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

원의 범한 활용, 자가치유서의 발견22), 자조 모임의 구성, 화식 진행, 

이런 것이 두드러진 장 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번역서를 많이 활용하기는 하되 서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해서는 비교  연하다. 서양을 추수하려는 기미는  없다. 

우리 실을 심으로 움직인다. 우리 사회의 마음 아  사람들이 심의 

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 가정과 이웃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에서 

22) 위의 각주 1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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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자생 이고 토착 이다. 그 가운데서 독서치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내고, 할 수 없는 부분에 해서는 다른 개인이나 

문 기 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한 큰 장

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 련자들에게 방법론 인 면에서 신성회에서 

배우자고 조용히 제안하고 싶다. 그들의 지난 15년 간의 역사는 많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성회 련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자신들의 역

사를 학술논문이나 산문 형태로 충분히 드러내주기를 바란다. 오래 동안 숙

성한 경험담을 듣고 싶다. 그 동안의 시행과 착오에 해서도 알고 싶다. 무

엇보다 난 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지속해올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해 다면 

외부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이미 

언 한 이 애의 [책읽기를 통한 치유]는 많은 도움을 다. 내가 말하는 것

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제 끝을 맺어보자. 진정성의 에서 보면 앞서 내가 소개한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심으로 한 일련의 노력은 많은 시사 을 가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신성회의 활동은 그 풍부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내

져 분석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이 에서 더 좋은 모형을 제

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 인 생각으로 신성회의 활동은 은 연구자들에 

의해 몇 편의 석박사논문의 형태로 분석 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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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trac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eral history of Andong and Yean by analyzing 

the related writings i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Wide-Ranging topic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the region were investigated.

Politics was one of the topics in which Andong and Yean were often mentioned 

and the analysis of it shows that Andong used to be at the center of political 

disputes as it re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griculture 

and mining were also recurring subjects, which demonstrat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Andong as an agrarian society.  Ethical issues addressed in it illustrate that 

Andong was well known as the region of filial piety.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s, insect plagues and unusual weather conditions in Andong were 

also recorded. 

This study proves that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is an invaluable source 

for researching regional history.

1) 안동대학교 도서관 사서(dwyun@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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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시 의 문자생활은 한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문서를 

비롯한 부분의 서 들이 한문으로 어져 있었고, 이에 익숙하지 못한 한

세 에게는 우리의 과거문화유산이 마치 다른 나라의 것처럼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이었다. 그러던  조선시  정사(正史)를 표하는 

조선왕조실록이 마침내 1993년 한 로 완역되었고, 1995년 10월에는 이 내

용들이 정보기술과 목되면서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이 CD로 

출간되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다 손쉽게 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은 한국사 발 과정에 있어서 항상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남

지방에서 흥기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신라를 심으로 

발 해 왔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후삼국 시 부터 고려 기까지는 개성을 

심으로 한 부지방 는 그곳 출신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4세기 이후부터 남 출신이 거 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정

치 , 경제 , 학문 으로 남이 시되었다.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부터는 

남을 ‘朝鮮人材 半在嶺南’이라 하 듯이 남이 8도 가운데 호구수(戶口數)

와 군 수(郡縣數)가 가장 많아 앙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 왔고 같은 남 

지역이라도 시기에 따라 지역 인 인물의 성쇠(盛衰)가 있었다. 15세기 에

는 진주지역에서, 16세기 후반부터는 이황(李滉)을 심으로 그 문하에서 많

은 학자와 인(官人)이 배출됨에 따라 안동지역을 동방의 ‘鄒魯之鄕’이라 하

기도 하 다. 이러하듯 안동지방은 조선왕조 남사림의 심이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 ‘안동’이라는 특정지역을 선택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는 이황

(李滉)을 심으로 그 문하에서 많은 학자와 인(官人)이 배출됨에 따라 ‘안

동’과 ‘ 안’을 선택하 다. ‘ 안’을 넣은 것은 안은 지리 으로 안동과 가

깝고 한 조선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세거(世居)한 곳이기도 하여 조선

왕조실록의 인물(人物)과 인사(人事)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과 련된 

간쟁(諫諍), 상소(上疏) 등 기타 사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것을 가정하

여 ‘안동’과 ‘ 안’을 검색 기사로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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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안동’과 ‘ 안’이라는 특정지역의 

기사를 분석해 보고 조선왕조 472년간의 안동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방사의 반 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안동”, “ 안”과 련이 있는 단어를 

검색한 후 체주제와 세부주제별로 기사를 분석해 보고, 각 왕조별로 나

어 기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안동 예안기사의 선별

본 연구에서 ‘안동’이라는 특정지역을 선택한 것은 로부터 ‘朝鮮人材 半在

嶺南’이라 하 듯이 16세기 후반부터는 이황(李滉)을 심으로 그 문하에서 

많은 학자와 인(官人)이 배출됨에 따라 안동지역을 선택하 다. ‘ 안’을 넣

은 것은 안은 지리 으로 안동과 가깝고 한 조선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세거(世居)한 곳이기도 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인물(人物)과 인사(人事)

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과 련된 간쟁(諫諍), 상소(上疏) 등 기타 사

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것을 가정하여 ‘안동’과 ‘ 안’을 검색 기사로 선별

하 다.

2.2 기사의 분류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 기사를 찾아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연 기 순서에 따라 찾아보는 ｢연 목차방식｣, ｢분류색인열람방식｣, ｢단

어검색｣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검색｣ 방식을 선택하여 ‘안동’과 ‘ 안’이라는 단어를 검

색한 후 기사 하나하나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안동’과 ‘ 안’과 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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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삭제하 다. 

기사의 분류는 ｢분류색인열람방식｣의 4가지 주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

화를 정한 다음 하 주제로 분류하 다. 4가지 주제의 하 주제의 분류는 다

음과 같다.

<표 1> 주제 기사 분류표 

대분류 소    분    류

政治 王室, 政論, 行政, 人事, 司法, 軍事, 外交, 變亂, 人物

經濟 財政, 金融, 物價, 商業, 貿易, 交通, 度量衡, 農業, 水産業, 鑛業, 工業, 建設

社 家族, 戶口, 身分, 鄕村, 衣生活, 食生活, 住生活, 倫理, 風俗, 救恤, 保健

文化 思想, 歷史, 科學, 醫藥, 語文學, 藝術, 敎育, 出版

3. 조선왕조실록 개관

실록은 한 왕의 제 기간동안 사 을 연 순으로 기록하는 역사 기술의 한 

방법이다.《당서(唐書)》 문지(藝文志)에 따르면 양나라 사람 주흥사(周

嗣)가 편찬한《양황제실록(梁皇帝實 )》2권이 최 이며, 왕마다 실록을 편

찬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이다. 그 후 로 실록을 편찬하 으나, 국실록 

에서 지 까지 남아있는 것은《명실록(明實 )》과《청실록(淸實 )》뿐이

다2).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 부터 왕이 승하하면 반드시 그 왕의 실록을 편

찬하여 특별한 사고(史庫)에 안하는 제도를 두었는데3),《고려왕조실록》은 

남아 있지 않고, 존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뿐이다. 

실록은 그 체가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각 왕이 승하한 뒤 춘추  

내에 임시로 실록청(實 廳) 는 일기청(日記廳)이나 찬수청(撰修廳)4)을 

2) 한용진, “조선왕조실록 교육관계기사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9집, 1997. p.60

3) 배현숙, 2002《조선실록 서설연구》(태일사, 대구) p.31

4) 찬수청은 노산군일기,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때 설치한 기구로, 이 세 왕은 왕
위에서 폐위되어 군(君)으로 강봉되었기 때문에 실록청보다 격을 낮추어 찬수청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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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의정 는 좌우의정을 총재 으로 하여 사 와 시정기,《승정원

일기》,《경연일기》,《비변사등록》,《일성록》,《의 부추안》각 청의 등록, 

개인 일기 등을 사료로 삼아 만들어진다. 

실록을 편찬하기 해서 이를 담하는 사 을 두었다. 사 은 문과에 합

격하고 재질이 뛰어난 엘리트 료가 맡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문치주의 정

치의 수꾼이기도 했으며, 국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해 

둠으로써, 로는 국왕의 제와 아래로는 료의 독주를 막아 국가를 건강

하게 운 하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 은 있는 그 로의 사실

을 쓰는 직필(直筆)을 숭상했다5).  

보통 동양의 역사서술방식으로는 본기(本紀), 세가(世家), 열 (列傳)으로 

나 어 기술하는 기 체(紀傳體)와 연 순으로 쓰는 편년체(編年體), 사건을 

기술하고 그에 한 결론을 내린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사건의 제목을 쓰

고 그에 한 설명을 기술한 강목체(綱目體) 등이 있으며, 해당 사건을 기술

한 뒷부분에 사 의 평론을 곁들이는 사평체(史評體)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을 편년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 다양한 서술방식을 종합 으로 포 하

고 있다6).

조선 기의 태조·정종·태종의 3  실록은 처음에는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춘추 , 1부는 고려시 부터 실록을 보 했던 충주사고(忠州史

庫)에 보 했다. 그러나 실록을 장기간 보존하기 해 1445년(세종 27) 다

시 2부를 등사하여 주와 성주(星州)에 새로운 사고를 설치해 1부씩 보 했

다. ｢세종실록｣ 이후는 매 편찬 때 활자로 인쇄하여 의 4곳 사고에 보 했

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 ·충주·성주에 보 했던 실록이 불에 타 

소실되고, 주사고의 실록만 남게 되었다. 이것을 내장산에 옮겼다가 이후 

해주·강화도·묘향산 등지로 옮기면서 보 했다. 1603(선조 36)년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태조에서 명종까지 13  실록 804권을 3부씩 출 하여, 

최종 교정본  주사고의 원본 실록을 합쳐 5부를 만들었다. 한 사고를 

강화도 마니산, 경상북도 태백산, 평안북도 묘향산, 강원도 오 산에 설치하

5) 배현숙, 2002 《조선실록 서설연구》(태일사, 대구) p.32

6) 한용진, “조선왕조실록 교육관계기사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9집, 1997.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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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춘추 ·태백산·묘향산에는 선조 때 출 된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원본인 주사고의 실록을, 오 산에는 교정본을 보 했다. 그 후 1624(인

조 2)년 이 (李 )의 난으로 서울 춘추 의 실록이 소실되어버렸고, 묘향산 

실록은 북 무주의 상산(赤裳山)으로 이 하 고, 마니산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부분 손실되었던 것을 후에 보수하여 1678년에는 이를 강화

도 정족산(鼎足山)에 사고를 지어 보 하는 등 1910년까지 네 사고의 실록

은 온 히 보 되었다7).

그러나 일제가 주권을 강탈한 이후에 실록은 다시 수난을 겪게 되는데, 

상산 실록은 창덕궁으로 이 되었다가 해방 후 도난과 화(戰火)로 부산에

서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오 산 실록은 동경제국 학으로 옮겨졌는데 

1923년 동 지진때 거의 타버렸으며, 정족산 실록과 태백산 실록은 총독

부로 이 되었다가 1929년 경성제국 학 도서 (서울 학교 도서 )으로 옮

겨져 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25  472년간 총 1,893권 888책이 간행되었다8). 1968

년에 시작하여 1993년에 끝난 국역본은 원문 413권과 색인 34권을 포함하

여 총 44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3장의 

CD와 운 시스템  서체를 담은 CD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양 인 면에서《명실록》이 2,964권,《청실록》이 4,404권으로 조선왕조실록

보다 많지만 내용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록이 더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조

선왕조실록은 단 4부를 기 하여 속활자를 사용하 다9). 한 다른 실

록들은 모두 원본이 없어지고 사본만 남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은 원본이 그

로 남아 있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 일

본, 베트남에도 실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실록은 주로 궁 에서 일어

7) 배현숙, 2002 《조선실록 서설연구》(태일사, 대구) p.101-117

8) 현재 국내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된 징족산본 실록과 정부기
록보존소에 보관된 태백산본 실록이다. 정족산본의 완질이 1,187책, 태백산본이 888책으로 
완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태조-명종대의 실록을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본(후에 정족산에 보관)을 토대로 재간행하는 과정에서 책의 장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보로 지정된《조선왕조실록》의 총 책수는 1,229책인데, 여기에는 오대산본 27

책을 비롯하여 각종 散葉本이 포함되어 있다.

9) 배현숙, 2002《조선실록 서설연구》(태일사, 대구) 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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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만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왕조실록은 앙 

정치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정치 , 사회 , 문화 으로 문제

가 된 것은 모조리 기록하 다.

이러한 체제  특성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은 다른 나라의 실록들과는 달리 

내용이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4. 안동 예안관련 기사 분석

본 연구의 안동․ 안 련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을 택하

다. 첫째 분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체 인 기사를 분석해 

보고, 둘째 소분류의 각 주제아래에서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기사를 분석한 

다음, 셋째 각 왕조의 제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해 각 

왕조별로 기사를 분석하 다.

4.1 전체주제 기사 분석

체 기사는 안동이 988건, 안이 167건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련

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면 안동이 780건, 안이 97건으로 총 877건이 검색

되었다. 각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 전체주제 기사

주  제 검색건수 비  율 (%)

정치 641 73.1

경제 62 7.1

사회 49 5.6

문화 125 14.2

계 877 100

* 改修 修正 실록을 포함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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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가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가 14.2%, 경제 분야

가 7.1%, 사회 분야가 5.6%를 차지하고 있어<표2> 정치 분야의 왕실(王

室), 정론(政論), 행정(行政), 인사(人事), 사법(司法), 군사(軍事), 외교(外

交), 변란(變亂), 인물(人物)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세부 주제별 기사 분석

<표 3> 세부 주제별 기사

4.2.1 정  치

왕실  83 式, 經筵, 國王, 賜給, 妃嬪, 宗社, 行幸, 宗親

정론 132 政論, 諫諍 

행정  62 地方行政, 中央行政

인사 136 人事, 任免, 管理, 選拔

사법  78 行刑, 彈劾, 治安 

군사  58 軍政, 軍役, 地方軍, 中央軍, 特殊軍, 關防, 兵站, 軍器, 赴防, 兵法

외교  49 일본(日), 명나라(明), 野

변란   6 政變

인물  37 人物(졸기)

정치 분야에서는 인사의 임면, 선발 등이 136건, 정론, 간쟁이 132건, 경

연, 의식 등 왕실과 련된 기사가 83건으로 악되었다. 이 분석의 결과는 

안동과 안에 세거했던 인물들에 하여 임면과 선발, 정치 인 문제가 간

쟁과 경연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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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  제

재정 27 役, 田稅, 進上, 貢物, 國用, 財政

금융  2 貨幣

물가

상업  1 商人

무역  1 貿易

교통  3 交通, 水運

도량형

농업 20 畜産, 農作, 田制, 量田, 水利

수산업

광업  5 採鑛, 鑛山 

공업  1 官廳手工

건설  2 土木,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는 재정의 제와 진상, 공물, 역(役)이 

2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동과 안 농 이라는 지역  특성이 반 된 것

으로 농업이나 업 련 기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2.3 사  회

가족

호구  7 戶口, 移動 

신분  2 身分變動, 賤人

향촌  3 地方自治

의생활  1 衣生活

식생활

주생활

윤리 16 倫理, 綱常 

풍속  5 禮俗, 風俗

구휼 14 救恤

보건  1 保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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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서는 윤리, 강상 기사가 16건, 구휼 련 기사가 14건으로 안

동지방에서 효부나 효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2.4 문  화

사상 12 佛敎, 思想, 儒學

역사  7 編史, 史學 

과학 97 天氣(날씨), 地學(지진), 生物(해충), 地理誌, 曆法

의약  1 醫學

어문학

예술  1 音

교육  2 人文敎育

출판  5 書冊

문화 분야에서는 과학의 날씨와 지진에 련된 기사가 97건으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안동지방에 유난히 재난(홍수, 우박, 해충피

해 등)이 많았고 지진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분야의 구휼과도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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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각 왕조별 기사분석

<표 4> 각왕조별 기사

대수 시  호 재 위 시 기
재위
기간

주      제
계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1 태조 1392-1398  7   7  7  14

2 정종 1399-1400  2

3 태종 1401-1418 18  27  7  1  10  45

4 세종 1418-1449 32  29 12  5   9  55

5 문종 1450-1452  2   8  2  10

6 단종 1452-1455  3   3  2  1   1   7

7 세조 1455-1468 14  24  1  1   3  29

8 종 1468-1469  1   4   4

9 성종 1469-1494 25  53  2  3   9  67

10 연산군 1494-1506 12   7   2   9

11 종 1506-1544 39  55  2  4  12  73

12 인종 1544-1545  1   1   1

13 명종 1545-1567 22  27  1  2  13  43

14 선조 1567-1608 41 120  5  2   7 134

15 해군 1608-1623 15  32  3   5  40

16 인조 1623-1649 27  23  7  13  43

17 효종 1649-1659 10  16  1   1  18

18 종 1659-1674 15  26  2  2  17  47

19 숙종 1674-1720 46  37  2  5  15  59

20 경종 1720-1724  4   4   2   6

21 조 1724-1776 52  79  1  3   3  86

22 정조 1776-1800 24  35  6 11   3  55

23 순조 1800-1834 34  15  6  21

24 헌종 1834-1849 15   1   1

25 철종 1849-1863 14   8  2  10

총 계 641 62 49 125 877

각 왕조별 기사에서 주제별 상 순 를 살펴보면, 

정치 분야는 선조 때가 120건으로  1 이며 그 뒤를 이어 조 79건, 

종 55건, 성종 53건, 숙  37건이다.

경제 분야는 세종 때가 12건으로 1 , 태조 태종 인조 모두 7건, 정조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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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는 정조 때가 11건으로 1 , 순조 6건, 숙종 5건, 세종 5건, 

종 4건이다.

문화 분야는 종 때가 17건으로 1 , 숙종 15건, 인조 명종(13건), 종 

12건이다.

제 기간이 30년이 넘는 조(52년), 숙종(46년), 선조(41년), 종(39

년), 순조(34년), 세종(32년)  정치 분야는 3명의 왕조가 포함되었고, 경

제 분야는 1명(세종), 사회분야는 숙종, 종, 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 

분야는 숙종, 종 2명의 왕조가 포함되었다. 상  검색건수는 각왕조의 제

기간과도 연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왕조별 기사를 분석해보면,

태조 때에는 정치 분야에서 행정(지방행정), 사법(행형)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태종 때에는 정치 분야의 인사(人事)와 사법(행형), 문화 분야의 과학  

날씨(서리, 비, )와 지진 등의 기사가 많았다.

세종 때에는 정치 분야의 사법(재 , 탄핵, 행형), 경제 분야의 농업(농작, 

제), 과학 분야의 지진 등이,

세조 때에는 정치 분야의 군사(지방군, 군정, 병참, 군기, 부방)와 정변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변의 부분은 성 군의 모반과 련이 있는 

기사이다.

성종 때에는 정치 분야의 인사(임면, 선발, 리)와 왕실(국왕, 비빈, 경

연), 정론(간쟁)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 때에는 정치 분야의 정론(간쟁, 정론)과 행정(지방행정), 사법과 왕실(경

연, 의식, 국왕)이 부분을 차지하고 과학의 지진 련 기사가 6건이나 되었다. 

선조 때에는 정치 분야의 검색건수가 120건으로 일본과 명나라의 외교

계 기사가 29건, 군사 계 기사가 24건으로 정치 분야의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과 계된 기사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종과 숙종 때에는 과학의 날씨와 지진이 16과 14건을 차지하고 있어 안

동지방에 큰 재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 기간이 제일 긴 조 때에는 정치 분야의 간쟁이 24건, 사법(재 , 행

형)이 18건으로 역시 정치 분야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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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사로는 사상(불교, 유학)의 련기사10)가 12건으로 조선시  

숭유억불 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기사도 있었다. 서책(書冊)과 련된 기

사11)도 5건이 검색되었다.

5. 결  론

이제까지 살펴본 조선왕조실록의 안동 안 련 기사를 분석해 볼 때, 조선

왕조실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반 인 기록을 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사 연구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귀 한 사료(史料)임이 증명되었

다. 조선왕조실록의 방 한 양과 충실한 내용은 선조들의 투철한 역사의식을 

반 한 것으로, 몇 차례에 걸친 란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문화유산이며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조선왕조실록에서 안동 안 련 기사  정치 련 기사가 73.1%를 

차지하고 있어 안동 사림(士林)에 한 임면(任免), 선발(選拔) 등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안동이 앙정계와 긴 한 유 계 는 정쟁(政爭)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안동은 농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이 반 된 농업이

나 업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 분야에서 강상에 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안동지방이 

효부, 효자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화 분야에서 조선시 에 안동지방에서 날씨, 지진, 해충의 피해 등

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

로 삼고자 한다.

10) 세종 24년 5월 7일(병인), 성종 16년 7월 4일(임자)

11) 세종 17년(1435) 4월 5일(병오), 세조 14년(1468) 6월 27일(을묘), 광해 10년(1618) 6월 13일
(경오), 인조 26년(1548) 9월 27일(무자), 숙종 37년(1711) 6월 23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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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정리를 위한 한국인 성씨별 저자기호표

김 남 석1)

목  차

표의 구성과 사용법

  - 표의 구성

  - 사용법

Abstract

This table is an author table for arranging genealogies in the library and other 

organizations which acquire and manage them by surname, family origin or the 

founder of the family. It is developed based on the data from 2000 censu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ranches and other family trees of the surname 

appeared in many genealogies. This author table numbers include 290 surnames, 

878 family origins, and 150 re-founders of the families.

표의 구성과 사용법

본 표는 족보2)를 수집, 리하는 자료기 의 족보 정리를 해 작성한 성, 

본 , 시조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자번호로 작성한 것이다. 표의 작

성은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3)에 나타난 성씨별 인구  가구 수와 

1)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2) 大同譜, 璿源世譜, 世系譜, 世譜, 小譜, 氏族譜, 子孫譜, 族譜, 總覽, 總譜, 派系, 派錄, 合譜, 

門譜, 花樹譜, 譜牒, 圖譜, 世家, 家譜, 家乘譜, 家牒, 系譜, 世系圖, 世乘, 世鑑譜 등.

3) 통계청, 성씨 및 본관보고서: 2000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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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족보자료의 성씨별 분 와 계보를 조사4)하여 290개의 성, 878개의 본

, 150개의 시조를 상으로 번호화 하 다. 

--- 표의 구성 ---

1. 2자(字)로 된 성은 1단 , 한 자(字)로 본 이 하나인 성은 2단 , 한 자

(字)로 본 이 2개 이상인 성은 3단  숫자로 각각 배정하 다.

효령 사공씨  사공1      소주 가씨  가21       [권(權)] 권211

안음 서문씨  서문1      가평 간씨  간21       안동    권221

남양 제갈씨  제갈1      남양 갈씨  갈21       천    권231

        *성이 2자일 때 한 단위의 숫자는 ‘1’로, 성이 1자일 때 2 단위는 ‘21’로 배정하였다. 

2. 동일 음으로 된 두 개 이상인 성의 경우, 본 이 하나인 것은 2단 , 본

이 2개 이상인 것은 3단 로 배정하 다.

[국(國)] 21 [구(具)] 211

[국(鞠)] 능성(능주)  구존유 231

담양   국  량 31 창원      구성길 241 

[국(菊)] 41 [구(丘)]

평해      구대림 311 

[구(邱)]

은진 411

3. 본 의 끝 번호는 1, 본  내의 시조별은 홀수 3. 5. 7. 9를 배정하 다. 

4) 姓氏人物總攬, 전6권 (서울: 성씨편찬위원회, 1997); 崔德敎, 李勝羽, 編著, 韓國姓氏大事典 (서울: 

創造社, 1995); 성씨자료집, 韓民族大姓譜編纂委員會 編, 전2권 (대전: 韓國文化硏究所, 1994); 

韓國人의 族譜, 同 編纂委員會 編, 전2권 (서울: 日新閣, 1983); 崔元熙, 編, 譜學事典 (서울: 譜學
叢林, 1994); 韓國係行譜, 전3권 (서울, 1980); 韓國人의 姓譜: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韓國姓譜編纂
委員會 篇, 전17권 (서울: 三安文化社, 1986); 뿌리찾기운동본부, 편, 자랑스런 나의 족보 (서울: 

한국족보사, 19 -  ); 뿌리찾기운동본부, 편, 한국인의 족보첩 (서울: 민예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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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짝수 2. 4. 6. 8은 별이나 계열별 구분을 해 자료소장기 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배정하지 않았다.

[노(盧)] 노111

개성 노은경 노121

곡산 노  원 노131

광주(광산) 노  해(득관조) 노141

노  만(1세조) 노143

노  서(1세조) 노145

4. 김씨와 이씨의 경우 본  내 시조별에 한 구분은 분 가 없는 것은 홀

수 3. 5. 7을 배정하고, 2개 이상의 시조가 있는 경우는 본 을 1, 본

 내의 시조별은 홀수 3. 5. 7. 9를 끝 번호로 배정하 다.  

김111    김씨에 관한 계보  ← 김씨에 한 계보를 통합한 내용의 번호

김123    가평 김씨         ← 시조가 없는 본 별 번호

김125    가흥 김씨

김127    간성 김씨 

김181    경주 김씨 

김182    경주 김씨의 사적정보와 인명 등에 관한 정보 ←자료기  배정

김183    경주 김씨의 김명종(1세조) 계보  ←동일 본  내 시조별 번호 

김185    경주 김씨의 김은열(1세조) 계보  ←동일 본  내 시조별 번호

김131    강릉 김씨              ← 시조가 없는 본 별 번호

김132      강릉 김씨의 김연진계 ←시조 내 별번호: 자료기 에서 배정  

김134      강릉 김씨의 김영길계 

김136      강릉 김씨의 김연견계 

이241    안악 이씨                    ←두 개 이상의 시조를 가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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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43      안악 이씨  이진(1세조)     ←동일본 내의 시조

이245      안악 이씨  이견(1세조)

   이246     안악 이씨 이견(1세조)  이홍인계  ←자료기 에서 배정

   이248     안악 이씨 이견(1세조)  이홍부계  ←자료기 에서 배정

5. 번호 간에는 공란을 두어 표를 사용하는 자료기 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

로 개할 수 있게 하 다.

안동           권221   ←본 이 많지 않은 성은 9자리의 간격 

예천           권231

남포           김427  ←본 이 많은 성은 2-7자리의 간격

당악           김429

대구           김431

   김  달(1세조)  김433

   김호견(1세조)  김435

   김대성(1세조)  김437  ←본 이 많은 성은 7자리의 간격

덕수            김443

도강(강진)        김445

6. 새롭게 생되는 본 . 시조. 의 구분을 해 가능한 한 9는 번호로 배

정하지 않았다.

7. 동일 음으로 된 다른 성은 처음 숫자로 구분하고 마지막 숫자를 1로 하 다. 

[방(方)] 온양  방  지 방211

[방(房)] 남양  방계홍 방311

[방(邦)] 방411

[방(龐)] 방511

개성  방두현 방521

태원  방  발 방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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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별 자번호는 진하게 하여 쉽게 식별되게 하 다.

9. 보조기호표를 작성하여 성이나 족보에 해 종합 으로 수록된 일반 인 

자료를 족보자료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모아서 배열 될 수 있도록 하 다. 

10. 조기표를 작성하여 성별이나 별 자번호를 다시 내용별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 다. 

--- 사 용 법 ---

1. 족보의 청구번호는 별치기호 + 분류기호 + 도서기호로 구성하 다. 도

서기호는 자번호 다음에 작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보나 가보를 한 

수입순 문자기호와 세구분(細區分)을 한 조기표의 문자기호로 작성하 다.

 별치기호    족보     ← 별치기호를 사용할 때 

 분류기호    999.11  ← KDC의 한국인 족보를 한 분류번호 

 자번호    김311   ← 성과 번호로 구성: 김해김씨 동보를 한 자번호 

 발행년도    1988    ← 발행년과 한국고서의 본명을 차표시로 기재

 권    차    -1      ← 2권 이상으로 된 족보의 권차 

2. 족보류를 별치할 경우에는 ‘족보’, ‘族譜’, ‘족’, ‘族’, ‘보’, ‘譜’나 자료기 이 

정한 별치기호로 한다. 

3. 분류번호는 해당 기 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에 의한 번호를 부여한다. 

자료기 에 따라서는 ‘족보’라는 별치기호와 분류번호가 복성이 있기 때

문에 분류번호를 생략하고 별치기호와 도서기호로 청구기호를 작성할 수 

도 있다.

                        족보        999.11      족보         족999.11
      文化柳氏世譜      류231   =  류231    =  999.11   =  류231
                                                류231

4. 도서기호는 성(문자) + 표의 자번호(본 , 시조별 는 별 자번

호) + 별표시(  는 가보별의 수입순 문자5)) + 세구분(細區分)표

5) 파별의 수입순 문자는 한글 자음 13자(ㄴ-ㅎ)나 알파벳 25자(b-z)를 입수되는 순서별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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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기표)로 구성하 다. 

↱ 성의 문자 (강릉 김씨)

    ↱ 동일 시조 내의 나 가보별 수입순 서열 문자: ㄴ-ㅎ = b-z

       김131ㄹㄴ     =  김131db   :   성 + 자번호 + 별 + 세구분

  ↳ 나 가보 내의 조기표의 문자번호 ‘ㄱ-ㅎ’ = ‘a-z’사용 

↳ 본 이나 시조별 자번호( 자기호표의 해당 자번호) 

  본 이나 시조별 자번호로 보를 구분할 때는 ‘ㄴ-ㅎ’ 는 ‘b-z’를 보의 서열부호로 사

용하고, 보 내의 세구분(細區分)은 제시된 조기표의 문자를 사용한다. 

5. 본 과 시조별 내의 별구분은 해당 자번호에 속한 보의 수입순 문

자번호로 한다. 

[본관의 저자번호에 파별 구분기호 사용]

      김131ㄴ      =   김131b

        김131 : 강릉김씨 자번호

            ㄴ/b : 첫 번째 입수된 족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이번호)

      김131ㄷ     =   김131c

        김131 : 강릉김씨 자번호

           ㄷ/c : 두 번째 입수된 족보(안동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이번호)

[파별 자번호 부여]

      김131   강릉 김씨 자번호

      김132ㄴ  =  김132b  

       ↳ 김132 : 강름김씨 분 별 자번호(기 에서 배정). 

                     ㄴ/b : 동일 번호에 속한 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자료기  배정)

                            ‘청풍 보’의 문자 순서는 보의 수입순으로 결정된 것임

      김132ㄷ     =   김132c

문자로 하여 파보를 서열화한다. 그리고 각 문자의 처음자인 ‘ㄱ/A’는 세구분표의 문자를 
사용하기 위한 임의부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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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132 : 강릉김씨 분파별 저자번호(기관에서 배정)

           ㄷ/c : 두 번째 입수된 족보(안동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이번호)

                    진계= (ㄴ/b)청풍 , (ㄷ/c)안동 , (ㄹ/d)습독공 , (ㅁ/e)임경공 , 

(ㅂ/f)강릉노암 , (ㅅ/g)양양공 , (ㅈ/h)강릉두루공 , (ㅊ

/i)강릉모안 , (ㅌ/j) 강릉옥가  ...

                   * 보에 한 서열문자는 ‘ㄱ=A’가 세구분을 한 임의부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ㄴ/b'부터 시작한다. 

      김134    길계= (강릉옥천 . 풍덕 ･강릉송림 . 당 ･강릉호명 . 강릉가평 ･

조항 ･모 , 덕원 , 삼척 )

      김136 견계= (횡성 , 만호공 , 지산군 , 강릉 , 상주 , 송오 , 

모암공 , 문의 , 목천복귀정 , 주릉동 , 장포공 , 일로공

, 백동 . ...

    자료기 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번호를 나 계보별로 구분하여 자번호를 정할 때는 

하나의 번호에 수개의 나 계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기 한 임의부호를 

작기호 난에 부기해야 한다. 나 계보별 문자는 자료기 에 입수되는 수입순 서열 번호

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보의 수입순 번호를 한국어 자음(ㄴ-ㅎ)으로 하 을 때는 하나의 문자로 도서기호를 작

성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의 구분을 최  13개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알

벳(b-z)으로 하 을 때는 문자가 혼합된다는 단 이 있지만 최  25개까지 별을 구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족보자료를 집 으로 수집하는 기 에서는 알 벳을 사용하

는 것이 더 효과 이다. 

6. 성, 본   보내의 내용별에 따른 세구분(細區分)은 제시된 조기표에 

의한다. 조기표의 사용은 에 한 문자구분 없이 사용할 때는 임의부호 

‘ㄱ/A'를 함께 용한다. 

      김131ㄱㄴ    =   김131Ab   

             김131 : 강릉김씨의 저자번호 

                  ㄱ/A : 조기표의 문자사용을 한 임의부호 ‘ㄱ’이나 ‘A'를 부기

                  ㄴ/b : 강릉 김씨의 宗約을 한 조기표의 문자

      김131ㄱㄷ     =   김131Ac

                 ㄱ/A : 조기표의 문자사용을 한 임의부호 ‘ㄱ’이나 ‘A’를 부기

               ㄷ/c : 강릉 김씨의 世史를 위한 조기표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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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 보에 한 조기표의 사용은 에 한 문자부호에 임의부호 없이 

조기표의 문자부호를 용한다. 

[본관의 저자번호에 파별 구분기호를  사용할 때]

      김131ㄴㄴ    =   김131bb     = 김131ㄴb

                김131 : 강릉 김씨 자번호. 

                       ㄴ/b : 첫 번째 입수된 족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이번호)

                       ㄴ/b : 강릉 김씨의 宗約을 한 조기표의 문자

      김131ㄴㅂ      =   김131bf     = 김131ㄴf

                김131 : 강릉 김씨 자번호. 

                       ㄴ/b : 첫 번째 입수된 족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의번호)

                       ㅂ/f : 강릉 김씨의 ‘文獻目 ’을 한 조기표의 문자

[ 별번호를 독립된 번호로 사용할 때 ]

      김131     강릉김씨 자번호 

      김132ㄴㄴ    =   김132bb     = 김132ㄴb

                김132 : 청풍 가 속한 자번호(기 에서 배정) 

                       ㄴ/b : 첫 번째 입수된 족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의번호)

                       ㄴ/b : 강릉 김씨의 宗約을 한 조기표의 문자

                      

      김132ㄴㄹ     =   김132bd     = 김132ㄴd

                김131 : 청풍 가 속한 자번호(기 에서 배정) 

                       ㄴ/b : 첫 번째 입수된 족보(청풍 )의 수입순 문자번호(임이번호)

                       ㄹ/d : 강릉 김씨의 家史을 한 조기표의 문자

8. 족보의 차는 발행년도(서기년도)로 채기하고, 고서(한 )로 발행년을 

알 수 없을 때는 본으로 표시한다. 

陽李氏世譜(1932)     이675     孝寧大君派譜   이497ㄱ = 이497a
                        1932                     필사       필사

陽李氏世譜附 (1932) 이675     和 崔氏世譜   이741   
                        1932ㅂ                  목활자
                             ‘ㅂ’은 부록의 약자

                                
陽李氏世譜 (1947)    이675

                        1947

9. 권책표시로 권은 ‘-1’ ‘-2’, 복본은 ‘=2’  ‘=3’의 형식으로 간략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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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李氏世譜 (1932)       이675     이675    이675
                           1932      1932     1932
                                      -1=2     -2

孝寧大君派譜(筆寫本)      이497ㄱ    이497ㄱ
                          필사       필사
                          -1         -2

10. 보조기호표의 사용은 기 에서 채택하는 언어에 따라 족보자료의 앞부분

이나 뒷부분에 배열된다. 족보자료의 분류번호 내에서 보조기호표의 한

 문자를 사용 할 때는 족보자료의 앞부분, 어 문자를 사용 할 때는 

뒷부분에 배열된다. 도서기호의 구성은 ‘보조기호표의 번호 + 자번호 

+ 차(발행년) + 권차’로 한다. 

 별치기호    족보    = 족보 ← 별치기호를 사용할 때 

 분류기호    999.11   999.11 ← KDC의 족보를 한 분류번호 

 자번호    ㄱ3ㅊ     A3ㅊ ← 보조기호표의 사  번호 + 자명표시

 발행년도    1988      1988 ← 발행년 는 본명을 차표시로 기재

 권    차    -1        -1 ← 2권 이상으로 된 족보의 권차 

       崔德敎, 李勝羽, 編著, 韓國姓氏大事典 (서울: 創造社, 1995)

    족보           999.11             족보
    ㄱ3ㅊ    =    ㄱ3ㅊ       =      999.11
                                      ㄱ3ㅊ
    =

    족보           999.11             족보
    A3ㅊ    =     A3ㅊ       =       999.11
                                       A3ㅊ 

       韓民族大姓譜編纂委員  編, 성씨자료집,  2권 ( : 韓國文化硏究所, 1994); 

           족보           999.11             족보

    ㄱ3ㅎ    =    ㄱ3ㅎ       =       999.11
     -1            -1                 ㄱ3ㅎ
                                       -1

    =

    족보           999.11             족보
    A3ㅎ    =     A3ㅎ       =       999.11
     -1            -1                A3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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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기 호 표

 ㄱ1 / A1 :  성(姓)의 이론, 입문서.

 ㄱ2 / A2 :  성과 관계된 제규정,6) 기요, 제표, 목록, 도보, 도감, 

             논쟁(변파록, 변무록)7)

 ㄱ3 / A3 :  족보 및 성에 관한 사전, 용어집.

 ㄱ4 / A4 :  성에 관한 논고, 강연집

 ㄱ5 / A5 :  성에 관한 계속간행물, 통계, 연보(연감)

 ㄱ6 / A6 :  종친회, 화수계 등 각종 단체, 기관, 회의 

 ㄱ7 / A7 :  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교육자료, 수상, 장학금, 후원금 

 ㄱ8 / A8 :  성씨 총람, 만성보. 성보. 일람표

 ㄱ9 / A9 :  성에 관한 역사 및 사적지, 사적(향교, 제실). 인물고 

 * 보조기호표는 족보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를 족보자료와 연계시켜 수집 자료의  앞부
분이나 뒷부분에 배열 될 수 있도록 저자번호로 제시한 것이다.  

 * 보조기호표는 문자기호의 매김에 따라 ① 저자번호를 문자 ‘ㄱ'에 서열번호를 부가할 때
는 모든 족보자료가 앞부분에 배열되고, ② 저자번호를 문자‘A’에 서열번호를 부가할 때
는 뒷부분에 배열된다. 

6) 宗案, 宗約, 門案, 宗契案, 宗會錄, 契安, 花樹會錄 등을 포함.

7) 辨誣錄, 辨破錄, 辨證錄, 辨訂錄, 辨整錄, 卞破錄, 卞正錄, 誣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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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표

ㄱ / a :  .要, 年表

ㄴ / b :  宗約 및 會錄

門案, 宗案, 宗契案, 宗 , 契安, 花樹

ㄷ / c :  辨誣(破)錄

辨證 , 辨訂 , 辨整 , 卞破 , 卞正 , 誣

ㄹ / d :  家史 및 實4

家藏, 家狀 , 世藏, 行 , 行實 , 世史, 世系記事, 世系列

傳, 事實 , 事跡, 狀銘, 實蹟 , 遺事 , 族譜序, 族譜世蹟, 

先蹟, 世懿 ,

ㅁ / e :  名賢錄 및 忠義錄

名碩 , 明仁錄, 寶鑑, 崇顯 , 德 , 世德( .誌.編), 三綱 , 

孝傳, 莊誌, 忠 , 忠賢, 忠孝

ㅂ / f :  文集 및 文獻目錄

世獻(志, 譜, ), 世稿, 文集目

ㅅ / g :  追先錄 및 金石錄

慕先 . 感慕 . 追遠 . 誌狀 . 碑銘. 碑文. 碑誌. 墓誌. 輓

祭 . 昭穆圖. 

ㅈ / h :  史蹟

鄕校實記. 祠 . 宗家 등

ㅍ / s :  其他

擧義 . 科宦 . 狀碣 . 保宥  등 

* 조기표는 본관이나 파보의 도서기호를 내용별로 세분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호표이다. 

        [김]   → 성의 표시

             성씨의 본관

        강화       151 → 본 별 번호

           김  성  153 → 시조별 번호 

              중시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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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賈)]

소주 21

[간(簡)]

가평 21

[갈(葛)]

남양 21

[감(甘)]

회산･합포 21

[강(姜)]

진주･진양 21

[강(康)] 

신천 31

[강(强)]

충주 41

[강(彊)]

진주 51

[강(剛)] 61

[강(江)]

압해 71

[강전(岡田)]

강 1

[개(介)]

여주 21

[견(堅)]

천녕(여주) 21

[견(甄)]

황간 31

[경(慶)]

청주 21

[경(景)] 

태인 31

[경(京)] 41

[계(桂)]

수안 21

[고(高)] 

제주 21

[곡(曲)]

용궁․면천 21

[공(孔)]

곡부(창원) 21

[공(公)]

김포 31

   공보언 33

   공  익 35

   공명례 37

[곽(郭)] 211

청주 221

풍(포산) 231

[교(橋)] 21

[구(具)] 211

능성(능주) 231

창원 241

[구(丘)]

평해 311

[구(邱)]

은진 411

[국(國)] 21

[국(鞠)]

담양 31

[국(菊)] 41

[군(君)] 21

[궁(弓)]

토산 21

[궉( )] 21

[권(權)] 211

안동 221

천 231

[근(斤)]  

청주 21

[금(琴)]   

화 21

[기(奇)]

행주(정성) 21

[기(箕)] 

행주 31

[길(吉)] 

해평(선산) 21

[김(金)] 111

가평 123

가흥 125

간성 127

강동 129

강릉 131

강서 143

강화 151

   김  성 153

   김  155

   김송학 157

개성 161

경산 173

경주 181 

   김명종 183

   김은열 185

   김장유 187

   김인 189

   김순웅 193

   김  195

   김정백 197

   김  균 199

   김덕재 223

   김존일 225

   김문기 227

고령 231

   김알지 233

    김남득 235

고산 243

고성 245

공주 247

산 253

양 255

주 261

교화 273

릉 275

산 277

김녕 281

김제 293

김포 295

김해(우록) 311

   김목경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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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경 315

   김  317

   김유공 319

   김거공 323

   김지서 325

   김  평 327

   김첨일 329

   김명태 333

   김부비 335

   김만희 337

   김종정 339

   김천익 343

   김용만 345

   김  건 347

   김이장 349

   김득연 353

   김 진 355

   김  탁 357

   김  근 359

   김  363

   김  구 365

   김  연 367

   김  369

   김  호 373

   김  선 375

   김인서 377

   김득하 379

   김경신 383

   김덕휴 385

   김이형 387

김해(우록) 

   김충선 413

김화 415

나주 417

낙안 423

남양 425

남포 427

당악 429

구 431

   김  달 433

   김호견 435

   김 성 437

덕수 443

도강･강진 445

동래 447

등주 453

무장 455

무주 457

문화 463

양 465

배천 467

보령  473

부안･부령 475

부평 477

분성 479

사성(김해) 483

사천       485

삼척       487

상산(상주)   491

   김  조  493

   김  수  495

상원       513

서흥       515

선산       517

선산(일선)  523

설성       525

수안       527

수원       533

순천       535

시흥       537

신천       543

안노       545

안동(구)   553

안동(신)   555

안산       563

안성       565

안악       567

양근       569

양산       573

양주       575

언양       577

연기       579

연안       581

       593

덕･야성   595

동( 산)  597

암       613

양       615

월       617

천       621

   김천일  623

   김  온  625

   김지칙  627

   김 장  629

해       633

안･선성    635

오천･ 일  637

용담     643

용궁     645

우      647

울산     651

웅천     663

원주       665

월성       671

   김이진  673

    김 우  675

은율       683

의성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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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제9차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도서관법’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조연설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

강 기 홍1)

도서 학자 J.H. 세라는 “도서 의 출 과 존속은 해당 사회의 발 을 보

여주는 지표가 되며, 사회가 복잡하게 발 할수록 도서 에 한 수요는 더

욱 커지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도서 이 사회의 변화와 발 에 응하는 살

아있는 유기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재  세계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라는 메가 트 드의 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보의 량 생산과 부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사

회 반을 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지털화, 로벌화된 도서  환경은 

기존 도서  서비스의 변 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속한 환경 변화는 도서 계로 하여  이에 해 한 응을 

하지 못하면 도서 이라는 사회  기 이 “시 의 유물”로 락할지도 모른다

는 기감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의 도서 계도 이러한 변화에 응하고 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해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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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책’과 ‘법’이라는 두 축에 과감한 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  ‘도서  정책’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4년 11월 18일 한국의 도서  정책 수행에 큰 획을 는 한 변화

가 있었다. 다름 아닌 국가 표도서 인 국립 앙도서 이 문화 부로부터 

도서  정책 기능을 이  받은 사실이다. 이 변화는 도서  정책의 문성과 

장성 확보라는 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국립 앙도서 은 ‘정책’ 기능 이 을 계기로 도서  기능 신  조직개편

을 통해 도서 정책과를 신설, 국가 차원의 도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

록 비를 갖추었다.

년도 국립 앙도서 의  추진 목표는 크게 “ 복 60년과 함께한 국

립 앙도서 의 세계화”와 “국민 속으로 고드는 열린 도서  구 ”이다.

목표 달성을 해 첫째, “ 복 60년, 도서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차원의 미래지향  도서  발 계획을 담는 ｢국립 앙도

서  비 ｣ 국민 보고회, ｢도서  60년사｣ 발간, 기념 시회  세미나 개

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는 10월 국립 앙도서  6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에게 발표할 이 비 에는 향후 2010년까지의 국립 앙도서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다.

둘째, 장과 국민의 소리를 담는 도서  정책기능 수행을 해 국립 앙

도서   기능을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과 연계하여 소장 목록 

정보를 공유하는 정을 체결하고,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수립한 ｢도서 발 종합계획(2003~2011)｣에 의거, 

2005년에는 공공도서  63개 을 건립하고 공공도서  육성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는 도서  인 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독서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인구의 변확 를 해 

독서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서행사, 도서 시회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

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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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제 문사서 역량을 강화로 국가문헌정보센터의 충실한 역할 수행

에 매진하고 있다. 사서들의 문성을 강화하는 사서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있으며, 국가문헌 뿐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과 보존, 미국 

문서기록 리청(NARA) 등 해외에 소재한 한국 련 자료의 인 사업을 통

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국, 일본, 몽골, 극동러시아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를 

한데 모은 동북아자료실을 개실하여 동북아 련 정책입안  조사, 연구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민참여확 를 통한 국민 지식정보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

력하고 있다. 과학 인 이용자 분석을 통한 이용자 개발  신착자료에 한 

목차․목록정보 SDI 서비스 실시를 해 RFID와 이용자 ID 카드 도입을 

비 에 있습니다. 고  해제집, 자료집, 국역본  인본 발간을 통해 

고  보 운동을 개하고, ｢작가와 함께하는 책세상｣ 등 격조있는 문화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 한 서비스를 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각장애인도서 종합목록(11만건)  DB를 제공하여 정

보격차 해소를 강구하고 있다.

여섯째,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국립도서 장회의(CDNL), 국제목

록 문가회의(IMEICC), 세계도서 정보 회(WLIC) 등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해 비하고 있다. 이를 해 오는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

될 WLIC에 참가,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립 앙도서  홍보부스‘를 설

치하여 한국 도서 계와 2006 CDNLAO 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 5월 개  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어린이청

소년도서 운  활성화와 아동 독서진흥정책의 시행, 아동문학 등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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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서의 능력향상 로그램 연구, 학교도서 과 연계한 독서교육 로그

램 개발보  등을 통해 국가 정보 경쟁력의 향상  독서인구 변확 에 크

게 기여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지 부터는 변화하는 도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도서  법제 정비’

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도서 법은 도서 정책과 발 에 한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규범이며, 

도서 이나 도서 에 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자 행해

야 할 도리이다. 더불어 국가의 도서 정책과 행정의 근간을 제도화하여 도

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근을 보장하는 민

주  권리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1963년 ‘도서 법’으로 처음 제정된 재의 ‘도서   독서진흥법’은 사회 

각 분야 지식정보의 제공  유통의 효율화를 내세우며 모든 종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재의 법은 실질 인 도서  진흥의 역할을 담당하기 부족

한 이 많다거나 일부 조항들은 오늘날 도서  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내․외부의 지 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도서 계는 지난 2004년부터 속히 변화되고 있는 도서  

환경을 반 한 미래지향 이고, 실 개선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

법을 만들기 해 행법에 한 면 인 개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 법｣의 기본정신, 즉 국민들에게 열린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분권과 도서 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개정방향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발 을 한 제도  지원을 해 국가  수 에서 도서  정

책을 검토․심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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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시설, 자료, 로그램 등의 설치를 도서  

책무로 규정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 에서 특히 장애인에 한 도서 서비

스를 지원하기 해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지원 역할  지원의무 강화를 한 역 표도서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응하기 하여 각종 형태의 자자료들에 

한 자료수집기능을 강화시켰다.

다섯째, 도서  서비스의 문성 강화 측면에서 도서 의 문  서비스에 

한 수요를 극 받아들이고 보다 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법 개정은 단지 법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서 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구 할 것

인가의 근본 인 문제 제기와 련이 있다. 즉 국민들이 삶의 공간으로, 문화

 쉼의 공간으로, 성찰의 공간으로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요한 목 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의 도서 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 이라는 한민국 헌

법의 최고 가치를 극 수용하고 이를 도서  실과 합치하여 새로운 시 , 

새로운 도서 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도서  법 개정을 추

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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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우리나라 도서관법 의 전면개정 추진

성 정 희1)

목  차

Ⅰ. 도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연

Ⅱ. ｢도서 법｣ 개정안의 기본방침  방향

Ⅲ. 주요 개정 내용

Ⅳ. 향후 추진과제

Ⅰ.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연혁

1. 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도서 계법은 1963년 10월 28일 ｢도서 법｣(법률 제

1424호)이 제정된 이래 문 는 일부개정 등을 거쳐 1994년 3월 

24일 ｢도서 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동 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도서  주변의 환경 변화를 충분

히 반 하지 못하는 등의  미비 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 도서 계로부터의 지 은 법 체계의 일 성면에서 그동안 15차례에 걸

쳐 제ㆍ개정 과정이 있었으나 내용과 형식에 일 성이 없다는 이다.

○ 2002년 8월에 문화 부가 확정 발표한 ‘도서 발 종합계획ꡑ이 달

성하고자 하는 정보문화센터로서의 도서  육성을 뒷받침하기 하여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서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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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두되었다,

○ 도서 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 명칭에 포함시킨 것은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체계상 불균형의 문제 이 있었고, 도서

기본법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하여 명칭을 ｢도서 법｣으로 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번 면개정되는 ｢도서 법｣ 개정은 새로운 시 에 맞는 도서

의 역할을 부여하고,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 속에 

도서  발 의 제도  틀을 공고히 하는 등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

긴 것으로 의의가 크다.2)

2. 주요 연혁

○ 1968. 10. 28

○ 1987. 11. 18

○ 1991.  3.  8

도서관법  제정(법률 제1424호)

도서 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를 해 도서 법 제정

도서관법  전문개정(법률 제3972호)

 도서  개념을 도입, 도서 에 다원  기능부여

① 문성에 따라 국립 앙ㆍ공공ㆍ 학ㆍ학교ㆍ 문  특

수 도서 으로 구분

② 1ㆍ2  정사서, 사서로 구분

③ 도서 발 원회 신설

④ 국제표 자료번호제도 실시

⑤ 도서 정보 력망 구축을 한 앙 과 지역 표 을 둠 

도서관법  폐지, 도서관진흥법  제정(법률 제4352호)

도서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 이

① 도서 의 균형발   효율  수행을 해 문화부장  

소속하에 도서 발 원회 설치

② 문화부장 은 도서 진흥기  설치 운용토록 함

③ 국립 앙도서 을 문화부 소속으로 함

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6월 1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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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3. 24

○ 1997. 12. 13

○ 1999.  1. 21

○ 1999. 12. 31

○ 2000.  1. 12

○ 2003.  5. 29

○ 2005.  6.  1

④ 국ㆍ공립도서 의 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

⑤ 사립공공도서  설립을 등록제로 함

⑥ 학도서 , 학교도서 을 설치기 을 정함

⑦ 문화부장 은 사립공공ㆍ 문  특수도서 의 등록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시ㆍ도 는 

도서 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진흥법  폐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법률 제4746호)

도서 설치  국민독서진흥 확  제공을 해 제정

① 독서시설로서 문고 설치 허용

② ‘도서 독서진흥기 ’ 설치

③ 문화체육부장  인가받아 도서 ㆍ문고 회 설립허용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454호)

공공도서 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실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457호)

① 사립도서 의 설립부담경감을 해 등록의무제를 자율

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② 사립공공도서  폐 시 등록반납으로 체

③ 사립문고 설립시 의무  신고를 자율  신고로 변경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101호)

‘도서 독서진흥기 ’을 설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126호)

① 문화 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도서 독서

진흥 원회’ 폐지

② 사립공공도서 의 등록ㆍ지도ㆍ지원에 한 문화 부

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906호)

병 도서  설치

도서관법 이라는 명칭으로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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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의 기본방침 및 방향

1. 기본방침

○ 2005년 6월 1일 국회에 발의된 ｢도서 법｣ 개정안은, 도서 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에 한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도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정부의 ‘자율과 분권’이라는 국정원리를 반 하여 

지방분권과 도서 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번 ｢도서 법｣ 개정안은 실 합성과 도서  환경변화에 맞는 도서

 역할을 부여하고, 도서  발 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고려하고 있다.

  1) 도서  주변의 제반 환경변화와 도서 의 역할을 심으로 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의 변화방향에 부응하는 도서 의 발 과 그 

역할에 한 심층 논의가 선행되었다. 

  2) 법 체계의 일 성면에서 도서  역할에 하여 검토하 다. 

  3) 많은 법 조항들을 실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다 명확한 기 을 

제시하여 미래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4)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것과 민간 자율로 추진되

어야 할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다. 

2. 기본방향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도서 발 을 한 제도  지원을 해서 국가  수 에서 도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소속의ꡐ도서 정보정책 원회ꡑ설치

2)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근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자료,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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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치를 도서 의 주요 책무로 규정하고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 설립

3) 지방분권 추세에 부응

행정 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부응하여 도서 에 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하여 역 표도서 의 설립  

4) 정보환경에의 적응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자료와 정보들을 효과 으로 

수집ㆍ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기능 강화

5) 도서관서비스의 전문화 수요 충족

도서 의 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 의 자율성, 서비스의 문

성 강화

Ⅲ. 주요 개정내용

1. 명칭 : 도서관법 으로 개칭하여 도서관기본법으로서의 성

격 부여

○ 1991년 출 계에서 ｢독서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 으나 법의 내용이 

독립법으로 추진 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하여 기존 ｢도서 법｣에 ｢독서진

흥법｣을 통합하 다. 독서진흥은 도서  활동의 하나이므로 법 명칭과 

체계의 일 성을 확보하고, 도서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목적(법 제1조)

○ 국민의 정보 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 의 사회  책임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국가  사회문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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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여 법이 지향하는 목 이 헌법  지향과 연계되

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도서 법의 필요성 확인하고 있다.    

3. 용어의 정의 신설(법 제2조)

○ 도서  용어 사용 시, 서로 다른 이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 도서  : 복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생략하고 포 인 의미로 정의

(제1항)

  - 도서 자료 : 함축 인 단어를 사용하여 재정의 하 으며 자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 으며, 장애인을 

한 특수자료를 포함(제2항)

  - 도서  서비스에 한 정의 규정 신설(제3항)

  - 국가 표도서 의 성격과 지 에 한 정의 규정 신설(제4항)

  - 국가도서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도서  력체계 구축을 

한 ‘ 역 표도서 ’ 정의 규정 신설(제5항)

  - 공공도서  범주에 문고  기존의 특수도서 ( 자도서 , 병 도서

, 교도소도서 )과 어린이도서  등을 포함시킴(제6항)

  - 납본 정의 규정 신설(제10항)

4. 적용 범위의 신설(법 제3조) 

○ 도서 의 기능 확 와 련하여 실질 으로 도서  기능을 수행하되 다

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 (평생학습 , 문화정보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의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통하여 크고 작은 도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도서 법이 미치는 시설의 용범 를 

정하 다.

5. 사서직원의 구분(법 제6조) 

○ 재 다양한 문사서 자격제도에 한 논의가 있고, 자격제도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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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해야 할 시 에서 사서직원의 구분  자격요건과 양성( 통

령령으로 정함)에 하여 향후 자격제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다.

6.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제8조)

○ 도서 에 등록된 이용자정보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화 진기본법’제14조에서는 “정보의 안

한 유통을 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에 따라 이

용자의 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 에 방지하기 하여 련 

조항 신설하고 있다.

7. 도서관정책 수립의 기능강화(법 제2장) 

○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역간 도서  균형발 을 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강화하 으며, 그 일환으로 앙정부는 도서 발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함)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기 하여 매년 도서 발 시책을 수립,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2조  제13조)

8. 재원의 조달(법 제14조)

○ 도서 진흥기  신설은 실  어려움으로 있으므로, 기존 유  기 에

서 도서 발 을 지원과 도서 발 종합계획 추진을 하여 국고 외에 

문 진흥기 과 청소년육성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자립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도서 에 한 

앙정부의 지원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서 서비스의 불균형 상태

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도와도 어 나

므로, ‘종합계획’ 수립의 의무조항를 제시하고, 시행을 하여  재원조달

의 의무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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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 설치로 제도적 지원 강화(법 제15조)

○ 재 문화 부장 의 자문기 으로서 문화부령으로 국가도서 정책자

문 원회가 있으나, 도서  련 부처의 분산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

으므로, 국가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ꡔ도서  정보정책 원회ꡕ를 두

어 ‘종합계획’의 이행과 도서  발 을 한 요사항을 심의하고 도서

정책을 제안하기 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도서  발 의 제도  

지원을 꾀하 다.

10. 국가대표도서관 역할 강화(법 제3장)

○ ‘도서  정책이 문화 부에서 국립 앙도서 으로 이 ’ 됨에 따라 국

가 표도서 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 3장의 명칭을 국립 앙도서 에서 국가 표도서 으로 바꾸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 다.

○ 한 행 ｢도서   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국립 앙도서 을 

국가 표도서 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표도서 으로서

의 상에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논

란으로 인한 소모  역량 낭비를 막고 국립 앙도서 이 국가 표도서

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제3장의 명칭을 국립 앙도서 에서 국가

표도서 으로 변경하 다.(법 제18조 제1항)

○ 국립 앙도서 이 그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지역별·분야

별 분 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 ‘ 장의 직 을 정무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  경 능력과 문성을 

겸비한 문직의 장 임용 개연성을 주고, 외 으로 국가도서 의 

상을 강화하고자 하 다.(법 제18조 제3항) 

○ ‘도서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표도서 으로서 업무에 

추가된 국가도서 정책을 수립ㆍ시행과 각종 도서  발   독서진흥

정책의 수립 등을 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여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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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제출 리’와 도서 계의 보편  용어인 ‘자료의 납본’이라는 용

어를 추가하여 국립 앙도서 의 납본기능 강화하 으며, 납본자료의 

특성에 따라 납본부수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료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획일 인 과도한 납본을 방지하고 있다.(제20조)

1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법 제4장)

○ 행정 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부응하고, 당해 지역의 

도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질 인 운 지원  감독 등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될 것을 측하여 ‘ 역 표도서 ’

의 설치 등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법 제 22조, 제 23조)

○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설치규정 마련하여 지역간ㆍ계층간 도서

의 균형발 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으로

써, 앙과 지역과의 력  계 속에서 도 서 간 력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실질 으로 보강하고 있다(법 제24조)

12. 공공도서관의 범위 설정 및 역할강화(법 제5장) 

○ 공립 공공도서 에 하여는 ‘도서 ’ 명칭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서, 공립

공공도서 의 효율 인 운 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 한 

조를 하여 도서 운 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구성  운 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의 도서  실정과 규모를 반 하여 해당 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 다.(법 제27조, 제30조) 

○ 사립 공공도서 의 등록  폐 에 한 조항을 한 개의 조항으로 통합

하고, 시․도지사는 법인․단체 는 개인이 등록한 사립공공도서 의 

균형있는 발 과 열람 사를 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다.(법 제31조)

○ 행법에 특수도서 과 련한 내용은 특수계층을 상으로 하는 공공

도서 의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공공도서 의 역으로 편입시키고 있

다.(법 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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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법 제10장)

○ ｢정보격차해소에 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는 

도서  본연의 기능 일 뿐만 아니라 변하는 도서  환경 안에서 매우 

요한 과제로서, 국가차원에서 극 으로 개입할 것을 지 하 다.

(법 제43조)

○ 이에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한법률｣ 제10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소외계층의 지식정보 근  이용환경 개선을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 다.(법 제44조)

○ 따라서 지식정보 취약 계층에 한 도서  서비스를 명문화하고, 특히 

장애인에 한  도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하여 ꡔ국립장애인도서 지

원센터ꡕ를 설치 운 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 제 45조)

14. 도서관의 자율성 강화

○ 기존의 ｢도서   독서진흥법｣이 도서 의 의무조항이나 권장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율 인 도서  운 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개정 추진 에 있는 ｢도서 법｣은 도서 의 자율  운 을 지

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서 자료의 교환ㆍ이 ㆍ폐기는 도서 의 

시설  자료 조항으로 통합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서 간 

력 는 다른 문화시설과의 력사항, 그리고 학이나  문도서

들이 공 에의 개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등은 도서 의 황과 특성, 

역량에 맞추어 자율 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각종 기   의

무 조항 등을 개정·통합 는 삭제하여 가능한 한 도서 이 자율 으로 

단하여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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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추진과제

○ 2005. 6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도서 법안｣은 동 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에 한 열린 서비스를 한 도서  문화조성  ‘자율과 분권’이라

는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분권과 도서 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법안이 성안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  발 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 한다.

○ 그러나 ｢도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 ｢도서   독서진흥

법｣에서 진일보된 부문들이 상당히 많아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한 행정 ㆍ재정  지원과 도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

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개정 ｢도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 행정 련부처  도서

간, 련 단체 등이 포함된 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2002년 8월에 

문화 부가 발표한 ‘도서 발 종합계획’이 구체 으로 실 될 수 있

도록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이미 국회 교육 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 진흥법안｣과의 계를 명

확하게 설정하도록, 이번 ｢도서 법안｣이 도서 과 련한 법률의 기

본법이라는 을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그러한 원칙 아래 

｢학교도서 진흥법안｣과 재 논의 단계에 있는 ｢독서진흥법안(가칭)｣ 

등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 법명의 변경에 따라 정부의 독서진흥 의지나 실천 노력

이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변의 우려와 의구심이 있으나, 별도

의 더 발 된 형태의 ｢독서진흥법안(가칭)｣이 논의되고 있는 을 인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독서진흥을 한 법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 한다.

  2) ｢도서 법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지속 으로 도서 의 발 된 서

비스나 운 방식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한 일반국민들이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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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충분하고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3) 한 제3조( 용범 )는 재 우리나라 도서 들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 실을 고려할 때, 한 조항이지만 문화 부장 이 해

당되는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상과 인정 차 

등에 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 체 으로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역 표도서  설치나 지방자치단

체의 도서 정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분권을 강

화하는 원칙을 지킴에 있어 자칫 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방

기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5) 새로운 ｢도서 법｣에 따라 도서 의 종류와 범주에 큰 변화가 상되

므로, 이에 따른 시설  자료, 문직원의 배치기 을 새롭게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  자료, 문직원의 배치기 은 지

보다는 더욱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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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중국 국가도서관업무에서의 제도마련에 관한 문제

짜오샤오홍(趙曉虹)1)  

개 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 정부는 법률제도 제정에 을 두고 법치

를 략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모든 업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서 도 외

가 아니다. 재 법률화, 제도화 리모델은 국 도서 사업 리 체제의 발

방향이 되었다.

법에 의한 도서  리는 도서  리의 기본이다. 그러나 국가가 제정한 

도서  법규로는 도서 의 체 인 부분만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 들

은 행정, 서비스 업무 리를 한 련 규정이 필요하다. 한, 국에는 아

직 완 한 도서  법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 에 한 

합리 인 규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도서  규정은 국가의 도서  련 

정책이고 법규의 구체화이며 도서 의 각종 구체 인 행정, 업무규범과 기

에 한 구체 인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도서  리의 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 도서 은 그 동안 규정 마련이 서비스 업무의 과학  리를 강화한

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을 요시 생각해 왔다. 이 때문에 신

이 건립되면서 행정과 업무규정을 제정 는 개정해 서비스 업무의 발 을 

진시켰다. 특히 서비스 업무에 한 규정 마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험도 

쌓게 되었다. 이 부분에 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국가도서관 업무처 부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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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도서관 서비스 업무 규정제도의 이념과 원칙

도서 의 서비스 업무는 도서 의 핵심 업무로 과학 이고 치 한 업무 규

정은 서비스 업무를 더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법  바탕이 된다.  규정 마

련은 우리 도서  서비스 업무 리를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도서 의 법에 의한 리와 규정제정의 모델은 국 각 도서

의 규정 마련을 추진하는데 정 인 의의를 가진다. 이 때문에 우리 도서

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념을 명확히 하고 원칙을 철 히 수했으며 

신 하고 과학 인 방법을 사용했다.

1) 규정 제정의 이념

국가 도서 의 서비스 업무 규정제도 제정에는 명확한 이념이 있다. 첫째, 

규정 제정은 국정과 도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련 정책과 국제 례에 

부합해야 하며 높은 수 , 세분화된 규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규정제도 

제정은 우리 도서  업무의 임무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로 우

리 도서 의 재 상황과 발  수요에 따라 서비스 업무와 서비스 리에서 

나타나는 각종 실 인 문제를 해결한다.

2) 규정 제정 원칙

정책성 원칙은 우리 도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수하는 주요 원칙이다. 

정책성 원칙은 한편으로는 도서 의 건설과 리가 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도서 은 국가의 법규에 따라 도서 을 리하고 규정 제

정을 통해 각 서비스 업무와 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

으로는 법을 근거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각 규정의 제정은 국가와 정부부

처가 발표한 련 법률과 법규를 근거로 해 국 법률에 반되지 않도록 한

다. 우리 도서 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국가의 련 법률, 규정과 기타 련 규정을 엄

격히 수하는 원칙 하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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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 도서 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원칙, 실행 

가능성 원칙, 조  원칙, 발  원칙, 표 화 원칙을 따른다. 를 들어, 각종 

서비스 업무 기 , 업무 리, 기술가공, 시설 리, 정보기술 등에 해 국가 

기 이 있으면 국가 기 을 채택하고 상응하는 국가 기 이 없으면 국제 기

을 따른다. 우리 도서 이 제정한 문헌 수집, 분류, 기록, 가공, 보호, 정

보교환 등에 련된 규정은 련 국가 기 을 근거로 했다. 우리 도서  업

무 통계 규범, 성과 평가 시스템에 한 규정 역시 련 국가 기 과 국제 

기 을 근거로 했다.

2. 우리 도서관 서비스 업무 규정 상황

정책과 규정은 사람들의 행 를 규범화 하는 기 으로 도서  직원과 독자

는 도서 에서 련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규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규

정이 있으며 합리 이고 합법 인 틀 안에서 일 으로 리할 수 있다. 

보 인 통계를 보면, 우리 도서 은 신  개  이후 서비스와 리 업무 분

야에서 각종 규칙, 규범, 조례, 제도, 기 , 규정, 조치 등의 제도 200여 건

을 제정 는 개정했다. 그 목 은 완벽한 도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법

에 따른 도서  리를 하기 해서 이다.

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종합 인 업무 규정: 서비스 규범이 포함된다. 업무 과정에서의 서  

문헌 리 조치, 서비스 업무 감독 조치 등 도서  체에 용되는 종

합 인 서비스 업무규정  각 업무 부서가 제정한 책임제도, 업무규

범, 총람 등이다. 

2) 문헌 선별 작업 규정: 도서 이 보유한 문헌의 선별기 , 가공요구, 서

구입 경비 리 등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주로 각 문헌의 선별원

칙, 선별범 , 선별방식, 사본기 , 선별가공 조작 규정, 품질기   

선별 작업자에 한 규정 등이다.

3) 문헌 목록분류 작업 규정: 문헌 분류, 기록규칙, 업무세칙 등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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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내용이 포함된다. 

4) 목록 작업 규칙: 목록 작업에 한 규칙 등으로 목록 체계, 목록카드 

배열방식  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5) 도서  시설 리와 사용에 한 규정: 도서  시설 리에 한 것은 

주로 문헌서고 리 조례, 서  장정 리, 폐기한 자료 처리 방법 등

이다. 문헌 사용 방법은 산본 특장 문헌, 문 도서 간행물 보존본 등

에 한 사용 리 방법 등이다.

6) 독자 서비스 련 규정: 독자의 출 규칙과 도서  직원의 독자에 

한 서비스 규칙 등 두 가지 부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독자 

출 규칙은 독자증의 발  원칙과 방법, 목록 검색 규칙, 열람 규칙, 

외부 출 규칙, 서  등 자료의 복사 규칙, 독자의 법규 반 처리법 

등이다. 독자 서비스 규칙은 우리도서  독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한 원칙, 업무자의 책임 범 , 서비스 기 에 한규정 등이다. 여기에

는 서비스 업무 조례, 독자 의견 기록책 리 규정, 독자 감독 방법 등

이 있다.

7) 문헌자원 공동 구축, 공동 공유 규정: 문헌 자원 공동 구축, 공동 공유 

방법, 도서  간의 상호 출과 국제간의 상호 출 범 , 상호 출 

수속, 주의사항 등이다.

8) 문헌자원 개발과 정보 서비스업무 규정: 도서 이 보유한 문헌과 지

재산 제품의 외 사용에 한 규정, 문헌 정보 제공 서비스요  기  

등이 포함된다.

9) 시청각, 마이크로필름 작업 규정: 시청각 자료와 마이크로필름 자료실 

리제도, 시설조작 규정과 사용 규정이 있다.

10) 자동화, 네트워크화 련 규정: 도서 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 방법, 컴퓨터 시스템 리 규정, 컴퓨터 운  안보 리 규정 등이 

있다.

11) 업무 통계 규정: 업무 통계 규범과 서비스 통계표 작성 세칙, 통계표

에 한 제정, 통계항목, 통계기 , 통계방법, 작성요구에 한 구체

인 규정과 통계인원의 직책에 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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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업무 연구 규정: 국가도서 의 과학연구 로그램 리 방법, 

과학연구 로그램 경비 리 방법, 도서  차원의 과학연구 로그램 

경비 리 시행 세칙 등이 포함된다.

3. 국가도서관 업무와 관리에서 관련 규정이 발휘하는 
긍정적 역할

신  개  후 10년 동안 우리 도서 은 업무와 리의 과학화, 규범화 필

요성이 제기돼 각종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업무 리에 정

인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규정이 마련되면서 법에 따른 도서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국무원과 신문출 총서가 반포한 규정으로 출 기 이 국가도서 에 

납본하는 견본에 한 법령과 규정으로《국가 도서  납본 작업 리 임시 

조치》이다. 이 게 문헌 납본 리를 강화해 납본제도를 규범화, 제도화해 

국가 총서고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를 들면, 우리 도

서  열람 리제도 에는 열람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을 방해

하는 독자에 해 벌 을 물리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이 정상 인 열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도서 에 행정 처벌권이 없고 

국 련 법률에도 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 은 주의를 주거나 경찰

서로 넘겨 처리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법행 를 지하는 방법으로 벌  조

항을 수정했다. 한, 자료를 유실, 손, 는 서  도를 하는 독자에 

해 재 우리 도서 은 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 재산을 보호

하고 많은 독자의 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 련 규정에도 부합한다. 

이 게 규정이 마련되면서 규정을 시행하는 도서  직원들의 자각성도 높

아지고 법을 근거로 한 도서  리 분 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 

리 수 도 향상되었다.

둘째, 규정 제정은 국가 도서  사업 발 과 개 을 한 바탕이다. 시

에 따라 업무의 핵심도 달라지고 리 부분에서 당면하는 문제, 외부 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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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데, 우리 도서  규정 제정의 핵심부분도 시 에 따라 달라져왔다. 

1980년  후반은 우리 도서  규정 제정의 첫 번째 정기로 신 을 개 하

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작업, 새로운 업무자 등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규정으로 도서  업무를 리할 필요가 있었

다. 이에 따라 업무 과정 규범에 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도서 서비스 

업무규범, 신  질서 확립에 한 각종 규정 등 량의 규정을 제정해 업무

가 빠른 시기에 궤도에 올라 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정기는 1990년

 로 1992년~1993년에 제정한 규정은 각 부서의 책임제가 주를 이루었

다. 세 번째 정기는 1990년  후기이다. 우리 도서 은 1995년부터 서

비스 업무 개  작업을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5개의 업무 부서가 목표

리제를 실시했다. 이 시기에는 업무 개 에 맞는 목표 리 감독 조치와 각 

업무 부서의 목표 리 등 각종 리 문건을 제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 조례, 통계 조례, 독자 서비스 조례와 세칙 등 여러 가지 요한 규정을 

잇달아 제정 는 수정해 각 업무 리 규정을 정비했다. 네 번째 정기는 

1990년  후기부터 재까지다. 우리 도서 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고 

서비스 범 가 계속 확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와 서비스 컨텐츠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게 새로운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을 제정

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에 용되는 리 문제에 한 규정이 

늘었다.  한, 이 시기의 업무개 , 기구조정 등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수의 

업무 규범을 제정했다. 를 들면, 업무 과정에서 서  문헌 리 조치, 폐기 

서  자료의 처리조치, 도서  소장 문헌서고 리 조례, 과학연구 로그램 

리  과학연구 로그램 경비 리 조치 등을 제정해 각 업무가 정된 

임무 목표에 따라 정상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규정 제정으로 각 업무와 리 작업에 법  근거가 마련되어 업무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도서  신 개  이후 제정/수정한 각종 

규정은 업무의 모든 부분에 용되고 있으며 문헌의 수집, 정리, 사용 등 구

체 인 업무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 의 업무 수 과 서

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를 들어, 우리 도서  문헌 데이터베이스 

리 조치를 보면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요 내용, 구축 원칙, 제작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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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심사, 설비, 경비지원, 검사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내 사용, 

인터넷 발표, 시장 업 등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련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화에 요한 작용을 해 업무 기반이 

튼튼해졌다.

우리 도서 의 규정 제정은 도서  개 과 긴 하게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

으며 우리 도서  사업 발  수요에 맞춰 도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우리 도서관의 규정 제정 가속화

우리 도서 이 제정한 규정은 체 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지

만 여 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도서 은 재 규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총집 제작, 규정 시스템 완벽 제정

규정 총집을 제작하는 것은 간단하게 규정을 모아 순서 로 배열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제정한 업무문건과 규정을 정리, 보충, 수정해 도서 의 

업무에 맞게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으로 업무의 

과학화, 규범화, 법제화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 우리 도

서 은《국가 도서  업무 문건 총람》제작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놓

고 이 작업을 진행할 제작 을 구성했다. 총람 제작을 통해 우리 도서 의 

규정 제정 작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규정 제정 가속화, 관리 개혁과 현대화 건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문제 해결

재 서비스 업무 부분에서 컴퓨터를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ALEPH 

컴퓨터회로 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 도서 의 자동화가 더욱 빨라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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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아직 마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도서 은 서비스 업무와 직 으로 련된 미비한 규

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를 들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서비스 업무 조작 규

칙과 문헌 보존과 보호 방법, 목록 작업의 련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마

이크로필름화 문헌, 시청각 문헌, 자 출 물 등 각종 비도서자료의 리와 

사용을 빠른 시일 안에 규범화 할 것이다. 한, 규정 마련과 도서  화

를 함께 진행해 서비스 련 규정이 더욱 완벽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와 같이 국 국가도서  서비스 업무 규정 제정에 한 상황을 간단하

게 설명했다. 우리 도서 은 서비스 업무 규정을 제정할 때, 국가의 련 법

규에 근거한 것 외에도 국내외 도서 의 경험을 참고했다. 오늘 한국 국립

앙도서 과의 교류를 통해 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를 희망하며, 우리 도서

이 규정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귀 도서 의 경험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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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중국국가도서관 사업발전과 법률환경

장 야 팡(張雅芳)1)

1. 도서관의 현재 법률 환경

국의 개 개방이 폭넓게 진행되면서 법률제도 역시 빠르게 정비되고 있

다. 1999년 9기 국인민 회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으

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기본 인 국가 통치 략과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는 ‘법으로 국가를 다스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의 기본 인 국책이 되었다. 이것은 

국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는데 기본 인 바탕이 될 것

이다. 이 게 법률제도가 지속 으로 정비되면서 국에서도 좋은 법률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인민 회와 상임 원회는 400여 건

에 달하는 법률과 법규를 제정했으며, 국무원은 800여 건의 행정법규, 지방

인민 회는 8,000여 건의 지방 법규를 제정해 국식 사회주의 법률시스템

의 틀을 마련했다. 국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법의 틀이 마련되어 

사회의 각종 사업이 법에 따라 운 되고 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시작했

다. 이에 따라, 도서  업계 역시 법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도서  사업

을 안정 이며 지속 으로 발 시키기 한 가장 요한 바탕이라는 것에 공

감 를 형성하고, 법에 따라 도서 을 개 하고 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

1)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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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화인민공화국헌법》제22조는 ‘국가는 인민에게 사하고 사회주의에 

사하는 문학 술사업, 신문라디오방송사업, 출 사업, 도서 /박물 /문학

사업을 발 시키기 해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

난 몇 년 동안 국가의 법률 환경이라는 틀 속에서 국도서  사업이 크게 

발 했고 법률제도 정비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 도서 업계 인사들은 이론과 실무에 해 끊임없이 탐색한 끝에 국 

도서  산업의 법률시스템 마련에 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목표는 바

로 도서 의 문법과 도서 과 련된 법률로 구성된 상호 보완  법률시스

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도서  법률 환

경 이다. 도서  법률 환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도서  문법을 마련한다. 도서  문법은 도서  사업의 생존과 

발 을 한 법률  기 이며 도서  법률시스템의 핵심이다. 도서  문법

은 법률 형식으로 도서 의 존재 의의와 운 시스템을 확정하고 도서 의 운

과 리가 법의 바탕 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법이 마련되면 도서

과 도서  사업에 한 사회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도서  사업 발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도서  련법. 도서  련법은 도서  법률 시스템의 외형으로 도

서  운 , 서비스, 환경 등과 련된 기타 법률을 의미한다. 도서  련법

은 도서 과 사회 환경이 유기 으로 연결되는 종합 인 법률인 것이다. 도

서  련법은 도서 에 용되는 기타 법률  기타 법률에 내포된 모든 도

서  련 법규를 포함한다.

셋째, 도서  업계의 자율규범, 즉 도서  직원의 윤리규범을 말한다. 이것

은 직업단체가 능동 이며 자율 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회  책임이며 사회

의 감독을 받는다는 약속이다. 이 규범은 법은 아니지만 규범의 제정은 법률

에 따른다. 한, 규범은 강제성을 지니지 않지만 질서와 법률 환경을 조성하

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넷째, 도서 법의 국제법 기 , 즉 도서 과 련이 있고, 국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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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국제조약, 정, 규정, 선언 등을 말하며 이를 국내 문법을 제정하는

데 참고한다.

재 국 도서  업계의 법률 제정은 입법 단계에 와 있다. 에 국가

는 도서 의 발 정책과 운 리 법률을 일반 으로 행정 주 부서가 규정, 

결정, 통지의 형식으로 공포하도록 했다. 재 입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

과를 거두었다.

1.1 도서관 사업 입법

도서  문법의 제정은 도서  법률 마련의 출발 이다. 재 국가 입법

과 지방/시스템  도서  입법 두 가지가 포함되었다.

국가 입법 작업은 2001년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몇 년 간의 노력을 거

쳐《 화인민공화국 도서 법》의 안이 마련되었다.

《 화인민공화국 도서 법( 안)》은 종합  성격의 도서 법이다. 안

의 범 는 기존의 국 각종 도서 으로 국가도서 , 공공도서 , 학교도서

, 과학연구기  도서 등이다. 그  도서 의 설립  시설 마련, 도서

의 경비 투입, 문헌정보 자료의 공동 구축  화, 도서  인력, 도서  

서비스 원칙  주요 내용  독자의 권익과 의무 등에 한 것이 모두 명문

화되었다.

재 이 안은 화인민공화국 문화부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국 입법 

차에 따라 국무원 법률제정 공실과 국인민 표 회 상임 원회 법률제정 

업무 원회에 상정되었다. 앞으로 국인민 표 회 상임 원회를 통과해 국

무원이 반포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시스템도서  입법《공공도서  조례》분야를 보면 재 베이징, 후

베이(湖北)성, 내몽고자치구, 선 (深圳)특구 등 4개 지방 도서  문입법

과 상하이시, 허난(河南)시, 장(浙江)성과 시(廣西)장족자치구의 지방정

부 규정《공공도서  리조치》등이 공포되었다 1987년 교육부가 제정하고 

반포해 국무원 행정부처 규정 역할을 한《보통고등학교도서  규정》역시 

2002년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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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서관 행정 자율규범

도서  행정 자율규범과 도서  법률제도 마련은 같은 것으로 도서  법률 

마련의 기본내용  하나이다. 행정의 자율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세계 선진

국의 도서  업계의 례이기도 하다.

2002년 11월《 국 도서  직원 직업 도덕 칙(시행 칙)》은 국 도서

학회에서 통과되어 반포되었다. 이 칙은 국 정부가 반포한《공민도덕

의 실시요강》을 바탕으로 행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내용은 직업윤

리, 서비스수단, 법률의식, 행 규범, 업무능력, 력정신 등 6가지분야 11

가지 조항이 있다.

재 국 국가도서 이 마련한 국의 도서  직원 자격인증제도 역시 시

행 연구 에 있다. 와 같은 업계 자율규범의 연구와 제정은 국 도서  

법률 제정이 새로운 단계로 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의 도서  법

률 환경이 국제  수 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국 도서  법률을 

국내 다른 업계와 비교하면 여 히 상 으로 정체되어 있고, 세계 선진국 

도서 과 비교해 보면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지만 의 도서  법률

규정( 안 포함)은 분 기 형성부터 반포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법

치라는 궤도에 한발 다가선 것만은 분명하다.

2. 국가도서관 사업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

국가도서 이 재 당면한 법률 문제는 다음과 같다:

2.1 도서관 내 기존의 일부 규정과 현행 법률의 불일치:

국의 법률 정비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의 WTO 

가입 후 사회의 에서부터 아래까지 당시의 법률을 정리했다. 국제 수

에 맞춘다는 원칙에 따라 량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했다. 새로운 법률

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가도서  기존의 각종 제도가 행 법률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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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 는 제도상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2.2 도서관 법률시스템 제정

국의 법률 제정은 여 히 성장기에 있어 불완 한 상태에 있다. 때문에 

국 도서  법률을 완 히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재는 

요한 법률제도가 아직 제정되지 않거나 안단계에 있다. 한, 어떤 법률

은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조례 등 련 사항 등이 미비한 상태이며, 집행이 

불명확하거나 불법행  처벌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

가 도서  련 업무를 할 때 법률제도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는 느낌

을 들게 한다.

2.3 서비스 확대와 판권 제한 사이의 충돌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화가 도서  발 의 요한 내용이 되

었으며 발  방향이 되었다.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서 국 국가도서 을 비

롯한 많은 도서 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를 들면, 맞춤형 서

비스, 네트워크 참고 서비스, 정보 송 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통 인 서

비스와 비교해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은 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은 2001년《 작권법》을 수정했다.《 작권법》을 수정한 배경은 

국이 WTO에 가입하기  지 재산권보호 부분을 국제 수 에 맞추기 해

서 다. 법이 수정되면서 작권자의 권리가 확 된 반면 ‘합리  사용’ 범

는 어들게 되었다. 새로 수정된 작권법에는 정보의 네트워크 달권에 

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도서 의 합법 인 작품 사용 범 는 단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본을 진열하거나 보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복사한다｣. 이 게 되면, 도서 의 디지털화와 디지

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기능 확 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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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제도 제정을 바탕으로 국가 도서관 발전 추진

재의 법률제정 과정에서 국가도서  발 을 추진하기 한 목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성장하고 있는 법치사회에 어떻게 응

할 것인가. 둘째, 국가 도서  발  사업을 해 어떻게 합한 법률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 목표를 이루기 해 우리 도서 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3.1 법률 관련 문제 정리, 제도 정비 강화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세 하고 구체 인 작업

이다. 국가도서 은 ‘법률에 따라 도서 을 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 

도서  업무와 리의  과정에 련된 법률문제를 정비했다. 이 법률 조문

들은 2003년 말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도서  는 도서  련 

법률법규 조문이다. 범 는 화인민공화국 국인민 표 회가 승인하고 반

포한 각종 법률이 포함된다: 국무원이 승인, 통과, 반포 는 앙 각 부처 

원회가 발표한 행정 규정  앙 각 부처 원회가 반포한 규정, 조치 등 

행정 규정 이와 함께 국이 가입한 국제조직 공약과 WTO 가입 당시의 약

정도 포함된다.

체 으로 우리 도서 의 어떤 부분이 법률 문제와 련이 있으며, 우리 

도서 이 상응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했는가? 이들 제도와 규정이 행 법

률규정에 부합하는가?  도서  이념  업계 자율 정신과 일치하는가 등

을 검토했다. 그 밖에, 디지털화 구축,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문제 등  기

술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존재하는 지 재산권 침해 

험을 분석하고 합리 인 책을 세웠다.

검토한 문제에 해 극 인 책을 마련했다:

1) 법률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도서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  

규정을 조정했다.

2) 국가가 새롭게 반포한 법률규정에 해 도서 에 상응하는 정책과 규정

을 극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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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기술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해 권리 침해 험을 분석

하고 다른 국가 련 법률과도서  업계의 련 조치를 참조해 합법

인 책을 내놓았다.

법에 련된 문제를 정리해 우리 도서  기존의 리규정을 정돈하 으며 

업무 운 을 규범화했다. 한, 우리 도서 의 제도를 정비한 동시에 우리 도

서 의 업무가 법을 근거로 건 한 발 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3.2 정부에 정책과 입법 건의,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

법률 제정은 진 인 과정으로 정부의 역할 외에 도서  업계의 극 인 참여

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화인민공화국 도서 법》의 제정을 해 우리 

도서 은 토론에 극 으로 참여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다. 이와 함께 국가도

서 의 기본 인 기능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해 우리 도서 은 

여러 차례 각종 루트를 통해 련 입법과 법률 개정에 한 건의를 했다.

3.2.1 현행 법률에서의 납본조항 수정 및 세밀화 건의

국가도서 이 일반 도서 의 기능과 구별되는 은 문헌 납본으로 국의 

출 물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이 우리 도서  업무의 핵심이다.

최근 우리 도서 은 각 국의 납본제도에 해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인터넷 

문화가 인류문화의 요한 부분이 되었고, 납본제도는 각 국이 자국 문화 유산

을 보존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을 감안해 행《 화인민공화국 출  리 조

례 (2002수정본)》에 규정된 납본 조항에 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납본의 범 가 확 되고 자 출 물과 인터넷 출 물이 모두 납본의 범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 출 물의 납본 과정과 벌칙을 명

확하게 해야 한다는 등 일부 행 조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2.2 납본제도 중국 단독 입법 건의

국의 납본제도는 장기간 정부기 의 통지발표, 결정 는 행정규정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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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포해왔다. 1997년 반포하고 2001년 개정한《출 리조례》에는 출

기 이 국가도서 에 납본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조항 규정의 한계를 볼 때, 다른 국가의 경우를 참고해 납본법을 제정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납본법에는 납본 문헌의 종류, 범 , 납본자, 납본기간, 

납본수량, 납본을 받는 기 , 납본 자료의 보존과 처리, 시행방법과 벌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납본제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으

며, 납본제도의 법률  권 가 서게 된다. 2004년 우리 도서 은 이와 같은 

제안을 국정 회의의 련 부처에 정식 제출했다.

3.2.3 일반인과 저작권자 사이의 권익 균형 보호 호소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디지털 시 가 열리면서 국제 으로 작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이익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특

히 EU를 비롯한 선진국) 으로 의 정보권익과 도서 의 생존 공간이 

차 축소되고 있다. 재 국에서도 정보 기술이 보편 으로 응용되면서 이

러한 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크게 확 된 작권자의 권익을 겨냥해 국

가도서 은 국정치 의회에《 과 작권자 사이의 권익 균형 유지에 

한 건의》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인터넷, 디지털화 등  기술 환경에서 

의 이익과 사유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새로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책과 법률을 조정하는 과

정에서 도서 이 인류문명(특히 자국 문명)을 보존, 축 하고 공익을 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도서 에 합리  

사용과 면책이라는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우리 도서 이 법에 따른 도서 리를 하기 해 해온 노력들이

다. 물론 이제 시작이며, 선진국과 비교해 국의 법률제도 제정이 늦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완 한 도서  법률제도를 

구축하기 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업무 교류회를 통해 한국 국

립 앙도서 의 법률제정에 한 성공 인 경험을 배우기를 기 하며 공동의 

당면과제와 심사에 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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