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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effort to create basic conditions and environments which can br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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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ociety in the 21 century, an interest in children's librar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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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reading, reading allows children to strengthen their creative capacity to
seek for their own personality. In an attempt to search for data swiftly and
precisely, which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urposes of reading, this paper
will suggest database construction format for designing children-centered search
interface. On the basis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consisting of database,
interface format will be divided and presented, depending on titles and author's
name, the contents related to publishing, forms, subjects, literature. Each content,
can be approached systematically because there are subtitles in every content.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
는 환경과 기반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독서는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한다. 어린이들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본 논고에서는 어린이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맷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서지요소들을
근간으로 하여 인터페이스의 포맷을 서명저자
․
항목, 출판 항목, 형태 항목, 주제
항목, 문학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는 소주제를 두어 단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언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
는 환경과 기반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린

이도서관의 직간접
․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
게 책 읽기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독후 활동 방법과 다양한 주제와 형태
의 도서 발간 등이 도서관 분야, 독서지도 분야, 출판 분야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진
행되고 있다. 이처럼 독서운동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독서의 목적에 적합한 도서
로의 접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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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대한 접근 즉 자료검색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고대로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온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독자층의 확대, 출판량의 증가,
주제의 세분화, 출판 및 유통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료검색 고유의 기능은 변함이
없으나 그 방법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토판 목록으로부터 웹 온라인목록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도서관운영측면에 있어서도 관리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운
영되면서 이용자에게 친숙한 이용자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일부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색 인터페이스는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어린이들이 사서의 도움 없이 자료검색
을 실시할 경우 서명항목을 활용한 제한된 검색을 통해 검색의 재현율과 정확율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어린이에게 친숙한 어린이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국내 어린이도서관 검색 인터페이스는 전자책을 제공하는 e-라이브러리(e-library)를
제외하고는 성인용 검색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검색 항목을 축소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모두 키보드 검색을 하고, 성인용 검색 인터페이스의 명령어를 그대
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1)이므로, 어린이들의 정보검색 특히 온라인목록을 통한 쉽고
빠른 검색을 위해서는 어린이 정보(자료)의 특성과 어린이의 정보추구행태 및 인지
적 발달을 고려한 검색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색 인터페이스는 서명, 저자명, 주제명 등의 검색
어를 선정한 후 조합검색, 제한검색의 검색방법을 실행하여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동선이 길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료검색방식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검색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검색용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시각적감성적
․
측면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린이의
발단 단계를 고려한 형태적 서지적 주제적 항목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어린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서지요소들을 근간으로 하여
어린이 중심의 온라인목록 검색용 인터페이스의 포맷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혜주, “어린이 도서관의 검색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제14집.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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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아동발달 측면에서 본 어린이
Water(1994)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접근
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보요구는 자신이 만들어 낸 정보요구가 아니라 학교
숙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 부과된 질의와 관련된 것2)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중심의 정보검색 시스템을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정보검색과 적합성 판단 방법은 연령별 인지 발달 수준에 영향을 받
는다(Kuhlthau 1988)는 연구결과에 따라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별 관찰되는 특징
을 살펴보았다.
인지발달이란 아동의 사고 과정, 즉 아동이 이 세상을 지각하고 지적으로 표상하
는 방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의 인지과정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3) 순으로 이루어진다. 7
세 이전까지는 세밀한 작업이 불가능하고, 모양과 색상을 식별할 수는 있으나 능숙
하지 못하며 크기와 개념은 뒤쳐지며, 7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구
체적 조작기의 어린이는 정신적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논리적 사
고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서, 특정 사실
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4)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논리적 사고의 시
기로 융통성 사고, 효율적 사고, 복잡한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거나,
직면한 문제 사태에서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추
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피아제 인지발달 과정 중 구체적 조작
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5)
따라서 전조작기의 영유아를 위한 검색 인터페이스는 도서의 내용적 측면 보다는

책 표지의 색상이나 책의 모양(동물자동차도형
․
․
등의 형태로 제작된 도서), 표지
2) V.A. Walter, “The information needs of children” Advances in Librarianship, 18, 1994. p.116.
3) 백준상, “어린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참여적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정보구조 디자인
을 위한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2002. p.9.
4) 이은형, “어린이 온라인서비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석
사), 2003. p.26.
5) 류지은,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차이와 교육적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vol. 26, No. 2, 200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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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문에 그려진 캐릭터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의 형태적(물리적) 정
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초등학생을 위
해서는 형태적 접근 외에 좀더 다양한 서지적 접근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시
기에는 분류 능력과 효율적 사고 등이 가능하므로 주제를 통한 자료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주제검색을 위해서는 지식을 학문분야에 따라 9개의 주제로 나눈 후, 학
문이나 주제의 관계를 일반적인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것으로 전개하는
계층적 분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리적 체계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생성학습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2.2 어린이 정보검색행태의 특징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혹은 어린이도서관의
OPAC은 어린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
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하이오주의 웨스터빌 공공도서관(Westerville Public
Library)이나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의 목
록 등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포인트-앤드-클릭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제계층을 탐
색하고, 도서관의 물리적 지도에서 선택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비교적 다
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OPAC을 제공하고 있다.6)
이처럼 공공도서관 아동열람실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
중심의 검색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Bilal(2002)이 대학원생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웹을 통한 정보검색 성향을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키워드검색보다 브라우징을
이용한 검색을 많이 하며, 키워드검색을 할 때도 검색전략으로서 불리언논리를 사용
하지 않고, 철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오타가 많으며 전체적인 검색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색작업을 실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
이들의 검색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검색시스템
을 키워드검색보다는 브라우징을 이용하여 넓은 주제에서 좁은 주제로 주제별 검색
6) 윤정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 디스플레이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2006. 제37권, 제2호.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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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hacter(1998)가 초등학교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행태를 실험한 결과는 키워드검색과 같
이 시스템적이고 분석적인 탐색전략보다는 브라우징을 이용한 탐색을 선호7)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Solomon(1993)은 온라인 목록으로부터 WWW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백과사전
에 이르는 전자시스템에서의 어린이의 검색행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은 정보를
훑어보기를 좋아하며, 핵심적인 질문을 위해서는 키워드검색을 선호하고, 불리언검
색이나 철자를 어려워하는 등 공식화, 검색질의 수정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8)
상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린이를 위한 정보검색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정보검색 행태의 특징인 1)어린이들은 정보검색 시 서가의 도서와
OPAC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2)저자명 검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3)검색
문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4)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단어는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
는 주제명 표목표와 매우 다르며, 5)DDC, LC Subject Headings과 같은 표준 분류
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6)필드제한 검색, 불리언 검색, 절단 검색 등의 검색 전
략을 이용하지 못하며, 7)키워드 검색보다 브라우징을 선호하는 성향9)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키워
드 검색이 아닌 마우스 클릭의 포인트-앤드-클릭 인터페이스를 통한 행태적 서지적
주제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고에서는 어린이 정보검색행태의 특징을 기반으로 어린이용 검색인터페이스
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CDL;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www.icdlbooks.org), 인터넷 공공도서관(IPL;Internet Public Library;
www.ipl.org), ALA 어린이도서관협회(ALA ALSC;ALA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www.ala.org)의 검색메뉴 구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어린이 문
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대주제와 부주제로 분류해 놓은 flak(Lima, 1989)의 ‘A

to Zoo : subject access to children's picture books'를 토대로 서명저자
․
항목, 출
판 항목, 형태 항목, 주제 항목, 문학 항목으로 구성된 포맷을 제시하였다.
7) 정광훈, “이용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아동용 도서검색시스템 구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석
사), 2004. pp.6∼9.
8) 김혜주, 전게서. p.35.
9) 김혜주, 전게서,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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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린이도서관 자료10)
어린이도서관은 독서와 학습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
을 교육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익히게 하는 교육의 공
간이자 문화공간이다. 학교도서관에 비해 풍부한 어린이용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나
연령별 발달 수준의 차이가 큰 영유아기부터 초등단계까지의 불특정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성적 신체적 정서적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이해하
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므로 타 기관에서의 장서보다 그 중요성의 무게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도서와 아동발달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도서를 통해서는 창조의 모태가 되는 상
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Matterson, 1975), 또 예술성이 높은 그림을 삽화로 포함
하고 있는 도서를 통해서는 그림을 감상하며 신비감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Hilderbrand, 1990). 이처럼 어린이 도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린이의 심리세계와
어린이의 발달단계 및 수준에 맞추어 역사,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
를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어린이 도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크게 문학 장르별로 접
근한 유형과 탈문학 장르로 접근한 유형이 있다. 전자는 시, 소설 등과 같은 아동문
학, 후자는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대체적으
로 문학류, 그림책, 지식정보책, 비도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항목별 특성
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은 <3.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3. 어린이용 도서검색 인터페이스
3.1 어린이용 도서검색 인터페이스의 역할
어린이를 위한 도서 검색시스템은 어린이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검색 기술을
10) 민경록, 성승경,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한 KDC의 수정 및 보완”,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제43회, 2005. pp.78∼82.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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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정보추구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검
색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책이 제공하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사용 환경과 흥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
과 디자인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린이 도서검색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요소, 기능적 요소, 조직체적 요소, 물리적 요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즉 미학
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 구조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학적 관점은 크게 화면
과 배색이나 글꼴의 크기나 모양 등 해당 사이트의 특성을 최대한 높이는 디자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술적 관점은 팝업창이나 폴더식 메뉴디스플레이 기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조적 관점은 아이콘과 검색창의 위치와 배열을 비롯
하여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11).
어린이용 도서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과 같은 시스템적이고 분석적인 검색보
다는 직관적이고 의미전달이 명확한 시각적인 브라우징 탐색을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제(용어)선정과 아이콘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한 쉽고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텍스트만으로 표현되는 것 보다는 그림, 아이콘 등의
그래픽 요소와 상호작용 할 수 있어야 검색동기 유발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검색메뉴 구성에 있어서도 메뉴별로 아이콘의 색상을 구별하여 어린이의 이해
도를 높인다. 단, 지나치게 화려한 원색의 컬러를 여러 가지 사용하면 오히려 산만
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12).
검색시스템의 초기화면에서 일련의 명령어를 논리적으로 연관된 것끼리 묶어 이
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메뉴는 명령어를 암기하지 않아
도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사항과 정보의 구성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록으로서, 그 모양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풀다운(Pull-down), 팝업(Pop-up), 테어
오프(Tear-off)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풀다운 메뉴는 검색메뉴 중 하나의 아이콘
을 선택하면 상위메뉴가 사라지지 않고 해당 메뉴의 하위메뉴가 전개되는 표현방식
이다. 검색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유개념에서 최저의 종개념까지의 계층적 구
조로 이루어져 어린이들의 논리적 사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어린이 도서검색
11) 예용희, 남영준, 전게서. p.28.
12) 이은형, 전게서.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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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에 적합한 방식이라 하겠다.
도서 검색 진행과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점은 인터페이스의 구성
객체와 공간적 특징을 토대로 어린이의 검색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색아이콘
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자료검색의 이용능력이 떨어지
는 어린이를 위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
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앞 장(2.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조작기 이전의 유아들
을 위해서는 형태적(물리적) 특징에 따른 검색 항목을 설정하고,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서명저자명을
․
통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과

학습이나 숙제를 위한 주제 항목을 설정하고, 어린이 장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동화, 동시 등의 문학류를 위한 별도의 항목을 둔다. 이러한 각각의 검색 항목은 주
제의 계층적 구조를 색, 위치 등을 통해 거시적 혹은 미시적으로 브라우즈 할 수 있
도록 한다.
국내 23개의 공공/어린이 도서관의 검색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조사한 결과 공공도
서관의 성인용 검색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21.7%, 중간형 정보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17.3%, 검색항목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 3개로 제한하여 간략형 정보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39.1%인 것으로
․
도서검색 시스템은 어린이 도서의 필수항목이라
나타나고 있다13). 중간형간략형

여겨지는 검색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서명, 저자명, 총서명,
출판사, 등록번호, 청구기호 등을 통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검
색 항목에서는 주제명 검색이 제외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저자명 검색을 거의 사용
하지 않는 검색의 행태를 보이므로 주제명 검색항목은 어린이용 도서검색 시스템에
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물론 청구기호 항목을 제시하는 도
서관도 있지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류기호는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모
호하고 암호처럼 느껴져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기호 항
목 보다는 주제명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검색시스템에서 저자명, 서명, 주제명, 키워드, 분류기호 등 최소한의 검색
항목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은 동선이 길고, 단어 입력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철자에 자신이 없거나 검색방법을 모를 경우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검색과정에 있어서도 찾고자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보다 막연하게
13) 김혜주, 전게서.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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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찾아가는 과
정을 단축시키고 진행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맵핑의 방법을 도입한다면 사
서의 도움 없이도 어린이 스스로 검색 과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거나 책 등을 통해 접한 내용을 토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어린이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검색항목의 맵핑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용 도서검색 시스템은 시각적인 요소(아이콘, 그림, 색상
등)를 통한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전개
함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연관된 것끼리 묶어 계층적으로 전개한다. 메뉴의 전개방
식은 풀다운 방식을 통하여 개념간의 상하종속의 관계 등 주제와 형식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어린이용 도서검색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사례 분석
어린이 정보검색행태의 특징을 고려한 어린이용 검색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운영하
고 있는 외국의 도서관-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CDL), 인터넷 공공도서관(IPL),
ALA 어린이도서관협회(ALA ALSC)-을 살펴보았다.
세 기관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아이콘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메뉴에 나타나는 검색

항목이 ICDL 5개(출판형태
․
사항 2, 내용주제
․
사항 3), IPL 9개(출판형태
․
사항

1, 내용주제
․
사항 8), ALA ALSC 8개(출판형태
․
사항 1, 내용주제
․
사항 7)로,

ICDL이 두 기관에 비해 영유아가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항목에 있어서는 세 기관 모두 7∼8개의 주제를 계층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DDC의 전개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색 단계는 공통적으
로 검색 항목의 특성에 따라 3∼4단계 정도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어린이디지
털도서관(ICDL)은 어린이 정보검색행태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저자명 검색을 사용하
지 않는다는 점과 검색문 작성에 느끼는 어려움, 분류표에 관한 지식의 부족, 브라
우징을 선호하는 성향 등을 반영하여 시각적, 정서적 접근을 위한 ‘형태’와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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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접근점을 제시하고 있다.
각 기관별 검색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9,320여 종의 어린이 도서
를 35개의 언어로 기술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해 주는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
(ICDL)의 도서검색 인터페이스는 상위의 검색항목을 5개 영역-‘독자, 형태, 내용, 유
형, 주제’-으로 전개한 후에 대체적으로 3개의 하위 개념을 계층적으로 전개하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주제 ‘독자’의 하위항목으로는 ‘권장 연령층, 언어, 출판일,
도서관 입수일’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형태’의 하위항목으로는 ‘책표지 컬러, 포맷,
크기(길이), 모양’ 등 외형에 관한 사항이 전개되어 있다. ‘내용’의 하위항목으로는
‘출판지(대륙, 국가)’, ‘캐릭터’, ‘출판 시기’, ‘책 내용의 배경’ 등으로 전개되어 있고,
‘유형’의 하위항목으로는 ‘이야기의 허구, 감정, 장르, 등급’으로, ‘주제’는 ‘문화와 사
회, 엔터테인먼트, 역사, 사람, 장소, 과학, 기계 및 도구, 동물’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검색 과정은 메뉴 구성 중 하나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략한 서지정보와 그
림책의 표지가 디스플레이 되고 다시 클릭하면 그림책의 원문을 제공하는 방법과
키워드 입력을 통한 검색을 병행하고 있다.

Audience
Age
Language
Publication Date
Date Added to
Library

Appearance
Cover Color
Format
Length
Shape

Content
Continents
Countries
Characters
Time
Periods
Other Places

Type

Subject

True vs. make Culture and Society
Believe
Entertainment
Feeling
History
Genre
People and Relationships
Rating
Places
Science and Nature
Tools and Machines
Animals

<표 1> ICDL(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검색 인터페이스
인터넷 공공도서관(IPL) 키즈 스페이스(Kidspace)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용 인터
페이스는 검색항목을 Reference, Our World, Computers & Internet, Health &
Nutrition, Reading Zone, Math & Science, Art & Music, Sports & Recreation,
Fun Stuff의 9개 항목으로 대분류한 후 각 주제별로 어린이들이 원하는 컨텐츠로의
이동이 쉽도록 각각의 항목을 소주제의 개념으로 구성하는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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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L(Internet Public Library) 검색 화면
9개의 항목 중 ‘Our World’의 하위메뉴를 살펴보면 종교, 언어, 지리 및 세계문화,
고대사(문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남극
대륙, 해양, 역사 및 위인(인물), 잡지,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료 등 역사, 지리, 문화
에 관련된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링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접근점을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주제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있다.
ALA 어린이도서관협회(ALSC)의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용 인터페이스
는 검색항목을 참고데스크, 사회과학(사회학), 수학 및 컴퓨터, 자연과학, 동물(학),
예술, 문학 및 언어, 역사 및 전기 8개의 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주제별로 어린이들
이 원하는 컨텐츠로의 이동이 쉽도록 각 항목을 소주제의 개념으로 구성하는 계층
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항목은 대체적으로 3∼5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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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Links
 Look it Up!

 Library Sites

Social Sciences

 Geography & Maps
 Cultures of the World
 Religions of the world

 News & Current Events
 Politics & Government

Mathematics
& Computers

13

 Computers & Technology
 Mathematics
Astronomy & Space
 Biology
Chemistry & Physics
 General Science
Geology
 Science Experiments
Weather & Environment

Sciences






Animals

 Animals
 Zoos & Aquariums

The Arts






The Arts
 For Kids by Kids
Fun for Younger Children
Games & Entertainment  Museums
Music
 Sports

Literature &
Languages






Authors & Illustrators  Children's Book Awards
Expanding the Classics  Favorite Children's Stories
Lugares en espanol para ninos
Writing by Children

History &
Biography






Biographies
 US-History-General
US- History -Pre-Colonial -1865
US-History- Post Civil War
World History

 Dinosaurs

<표 2> ALA ALSC(ALA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검색 인터페이스
형태적물리적
․
사항(출판, 형태), 주제 사항 외에 문학 자료에 대한 검색을 위해
서는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도서 정보에 대한 분류 항목을 선정해 놓은 리
마(Lima, 1989)의 ‘A to Zoo: subject access to children's picture books’를 참고하
였다. 리마(Lima)는 어린이 그림책 뿐 아니라 어린이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700개로 나누어 분류한 후, 전체 구성은 대주제와 부주제로 나누어 대주제는 ‘활동,
행위, 성격특성, 감정’으로 대별한 후, ‘활동’의 부주제에 ‘여행하다, 휴가를 얻다, 휘
파람을 불다’ 등 25개의 부주제를, ‘행위’의 하위개념으로는 ‘따돌리다, 심심하다, 부
주의하다, 싸우다’ 등의 43개 주제로 주제명을 제공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방법으로
14) 히로꼬 사사키, 그림책의 심리학. 서울 : 우리교육, 200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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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의 상황별 독서에 필요한 도서 검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상술한 ICDL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자’항목의 ‘권장 연령층, 언어,
출판일’에 관한 정보와 원저의 출판사항(번역서일 경우)에 대한 정보를 통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출판 항목’을 설정하였고, 시각적 정보를 통한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ICDL ‘형태’항목의 편집의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한 ‘형태’항목을 설정하였
다. 편집과 출판의 특징에 따른 접근점 외의 방법으로는 리마(Lima)의 ‘A to Zoo'의
주제 분류와 ICDL의 주제항목, IPL, ALA ALSC의 논리적 전개를 참고하여 어린이
들이 용이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별’항목을 설정하였으며, ‘문학’항목은
리마(Lima)의 ‘A to Zoo’의 감정, 캐릭터, 기분 등에 관한 사항과 ICDL ‘유형’의 장
르, 감정에 기반하고 IPL, ALA ALSC의 문학항목의 전개과정을 토대로 하였다. 즉

검색 아이콘을 서명저자
․
항목, 출판항목, 형태항목, 주제항목, 문학항목으로 대별
한 후 각각의 항목에 소주제를 두는 검색 로드맵 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각 검색항목을 구성하는 컨텐츠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어린이용 자료검색 인터페이스
어린이들이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시스템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그래픽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동기유발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조화된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그래픽적 요소가

아닌 사고의 논리적계층적
․
전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성격의 주제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과정을 안내해 주는 훌륭한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서명이나 저자명을 통한 정보검색이 이루어지는 반면 어린이들은 자
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좋아하는 소재가 표현되어 있는 책은 몇 번이고 반복하

여 읽으면서도 서명저자명을
․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읽었었는
데 책이 이렇게(가로로) 길어요”, “자동차 그림이 있는 책 있어요?”, “바보같은 호랑
이가 씨름을 하는 책이요” 등 책의 내용이나 형태적 특징을 통한 접근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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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찾기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에 숙제와 같은 학습교육을
․
목적으
로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시도하기
도 한다. 따라서 성인 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가 서명, 저자명, 주제명 등과 같은 주
제적 접근에 중점을 둔다면, 어린이용 검색 인터페이스는 어린이 정보이용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서지적(주제적) 접근 못지않게 물리적(형태적) 접근도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색 메뉴 구성이 지나치게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돌아가기의 혼
란이 오고 자칫 방향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기에 혼선이 없도
록 3∼4단계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15).

어린이용 도서검색시스템의 검색항목을 서명저자
․
항목, 출판항목, 형태항목, 주

제항목, 문학항목으로 대분류한 다음 각 항목별로 소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메뉴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3.2.1 서명․저자 항목
자료접근의 으뜸이 되는 정보원으로서 저자명과 서명을 통한 접근점을 기본적으
로 제공한다. 검색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첫 번째 방법은 서

명저자명의
․
직접 입력을 통해 검색을 실시하며 항목별 검색결과는 가나다순, 알파

벳순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가나다순, 알파벳순으로 정리해 놓은 검
색 아이콘을 브라우즈하여 찾고자 하는 항목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서명저자항목의
․
구성은 목록기술 규칙에 준한다. 한 권의 도서에 대해 저자가 1

인 이상이거나 역할을 달리하는 저자(삽도자, 번역자 등)가 있을 수 있고, 서명(본서
명)외에 다른 부차적 서명 등이 모두 접근점으로 부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록기술 규칙에서 정의한 사항까지를 망라하여 제공한다.
저자항목에 있어서 저자명이라 함은 도서를 저작한 저자뿐만 아니라, 편자나 공저
자, 역자는 물론 그 저작에 참여하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명까지도 저자
로 취급된다. 즉 한 도서를 저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모두 포
함한다. 이러한 저자명을 통하여 원하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자인 개인이나
단체명을 각각 표목으로 하여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디스플레이 한다.16) 따라
15) ICDL, IPL, ALA ALSC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3∼4개의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6) 金南碩, 資料目錄學, 제3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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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자, 공저자, 역자, 그림 작가, 단체 등을 망라하여 제공해야 한다.
서명은 자료를 식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본서명, 부서명, 별서명, 대등서명, 총서
명, 통일서명, 서명의 잡정보 등을 통한 접근방법이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는 시리즈,
총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시리즈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서사항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두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관칭을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 모두를 제공한다.

3.2.2 출판 항목
공공도서관의 검색항목 중 출판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출
판사, 출판년도, 본문 언어 정도를 제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도서관자동화시스템(KOLAS)
의 검색항목에서 출판사항에 관한 항목은 간략검색의 경우는 ‘발행자, 발행년도’, 상
세검색의 경우는 ‘발행자, 표준부호, 한국대학교명, 발행국부호, 본문언어, 발행년’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항목 중 한국대학교명, 한국정부기관명 등은 어린이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화면에 이러한 항목이 디스플레이됨으로써 오
히려 어린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KOLIS-NET 간략검색 화면

<그림 3> KOLIS-NET 상세검색 화면

성인의 경우는 찾고자 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서명이나 저자명을 통한
검색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독서나 도서관이용이 초보의 단계로 대체적
으로 “초등학교 ○학년 아이가 읽을만한 책이 어디에 있나요?”라든가 “책 읽기를 너
무 싫어해서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할 만한 책이 있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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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들의 책 읽기는 부모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아이에게 읽기를 권하는 경
우가 많다보니 “○○출판사 책이 괜찮다고 하던데 ○○출판사 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정보이용 행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도서의 출판정보를 독서 권장 연령, 본문 언어, 출판년도, 출판사 그리
고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출판지(국가), 언어 등의 출판정보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권장 연령’ 항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유아도서의 경우 스토
리 보다는 인지발달을 돕는 내용의 도서는 1∼4세, 스토리가 있는 그림동화의 경우
는 5∼7세로 분류하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
어 전개하였다. ‘언어’ 항목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본
문에 기술되어진 언어별로 전개하였다.
어린이 출판 분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동화는 텍스트보다 그림이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글이 있는 그림책과 글은 없고 그림만
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책이 있다. 따라서 언어항목에 글의 유무를 통한 접근점을

제시 한다. 각 항목의 검색 결과는 서명저자명의
․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전개한다.
외국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원 저서의 출판지(국가)와 언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권장 연령

언어
(본문 기술 언어)
유

출판사

출판년도

무

원자료 출판사항
(번역서의 경우)
언어

국가

1970s 이전
1∼4세
5∼7세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1970s
1980s

중국어

1990s

일본어

2000-2002

영어

2003-2004

프랑스어

2005-2006

독일어 등

2007-2008
;;;;

<표 3> 출판 항목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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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형태 항목
공공도서관 검색시스템의 구성항목 중 도서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판
유형’, ‘자료유형’ 정도를 들 수 있다. 도서 검색시스템에서 성인과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도서의 형태와 관련된 항목일 것이다. 성인의 경우 부록 유
무, 삽도 유무 정도를 선별하는데 반해 어린이들은 형태정보를 통한 책 찾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 출판시장은 성인의 경우보다 활발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 그리고 책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난감처럼 제작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영유아 아이들은 학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기 위해서 책을 본다. 아이는 놀이
가 삶이고 삶이 놀이이며, 그것이 또한 학습이 된다. 책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면서 책의 모양, 색깔, 크기 등 외형적인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책에 친근감을 느끼
게 된다. 이러한 친근감은 또 다른 책을 찾게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17) 책을 펼치면
갖가지의 캐릭터들이 튀어나오는 팝업북, 손으로 만지면 거칠거나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촉각을 자극하는 책, 책의 특정 부분을 누르면 동물소리나 음악 등이 나오
는 책, 비닐로 되어 있어 물 속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바스북, 헝겊으로 만든 책
등 참으로 다양하다. 크기면에 있어서도 가로로 긴 책, 스토리텔링을 위해 크게 만
들어진 빅북, 둥근 원형태로 만들어진 책, 인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책 등 다양하다.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난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찾고자 하는 책을 설명할 때도 외형
적 특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인의 검색시스템에 비해 어린이 자료검
색 시스템에 있어서 더 많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대체적으로 책의 포
맷(유형), 크기(길이), 모양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항목별로 세구분하였다.
‘포맷’ 항목에서는 편집상의 특징이나 책의 분량(페이지)에 따라 책의 내용이 길게
구성되어진 챕터북, 짧게 전개되어진 단편물, 시리즈 형태의 도서 등에 의한 외적
형태와 그림책, 게임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편집된 도서, 유머러스한 내용의 도
서 등 내적 형태에 의한 구성요소로 편성하였다.
‘크기(길이)’ 항목은 책의 길이가 15cm이하 일 경우에는 ‘작은 책(Short Books)’,
30cm 이상일 경우에는 ‘큰 책(Long Books)’으로 나누었으며 일반적인 크기의 도서
17) 조월례, 아이 읽기 책 읽기, 서울: 사계절, 200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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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색항목을 부여하지 않았다.
책의 ‘모양(형태)’에 따라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와이드형(길이에 비해 폭이 넓
은; wide books), 협소형(길이에 비해 폭이 상당히 좁은), 빅북, 헝겊 책, 팝업북, 바
스북, 전자책, 기타 등으로 구성해 보았다. ‘기타’에는 원형으로 제작된 책, 동물모양
으로 제작된 책, 자동차 모양의 책 등 비정형의 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포맷
장편
단편
시리즈물
놀이책
그림책
코믹 및 엽기
전자책

크기(길이)
작은 책
큰책

모양
직사각형
정사각형
와이드형 (폭이 넓은)
협소형 (길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빅북
헝겊책
팝업북
바스북
전자책
기타- 동물 모양, 자동차 모양 등

<표 4> 형태 항목

3.2.4 주제 항목
상술한 출판이나 편집 및 형태에 의한 접근법외에 숙제를 해야 하거나 본인이 관
심 있는 분야의 책 읽기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주제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원시민족의 문화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나요?” “조선시대의 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계절별 별자리에 관한 책이 있나요?” 등 구체적인 주제를 제
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제적 접근을 위해서는 학문의 지식체계에 따른 논리적 계층구조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국십진분류법의 전개 구조(유강목)를 근거로 하여 대주제, 소주
제로 전개해 보았다. 한국십진분류법은 분류번호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들
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자화하여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고의 논리화체계화에도
․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류번

호는 한 책에 한 개의 번호만을 부여하게 되므로 2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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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경우는 분류규정에 따라 한 곳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목의 방법에서는
한 책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있을 경우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항목으로 연결
시켜 줄 수 있다.
주제 전개는 한국십진분류법의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
술, 언어, 문학, 역사 순의 전개방식을 따르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와 분야별 출판 경향을 토대로 일부의 주류는 다른 주류와 통합을 하거나 다른
강목으로 종속하여 총류, 문화와 사회, 순수과학, 도구(기계), 컴퓨터(인터넷), 의학,
예술(오락), 언어, 역사의 순으로 전개하였다. 한국십진분류법의 기술과학류의 하위
개념으로 전개되었던, 도구(기계), 컴퓨터 및 인터넷, 의학을 주류의 개념으로 전개
하였고, 문학류 부분은 어린이 책 출판 중 문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항목으로 전개하고 주제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철학과 종교는 문화와 사회의 앞 부분에 전개를 하였다. 백과사전류를 제외한 언
어 사전류는 언어항목의 각 언어에 포함시킨다.

총류

문화와
사회

백과사전 철학
도서(학) 종교
신문,언론 경제
직업
문화(사회)
풍속, 민속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학교 및 교육학
군사학

순수과학
과학
과학실험
수학
화학 및 물리
지학(지질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도구
컴퓨터
(기계) (인터넷)

의학

공학
컴퓨터
의학
발명,발견 소프트웨어 정신(심리)
통신
온라인 게임 인체
기계공학
위생학
운송,탈 것
질병 및 의학
음식 및 영양
운동
안전

예술
(여가, 오락)
예술
조각
건축
솜씨, 수공예
서예
미술
음악
연극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언어

역사
지리

언어, 문자
역사
글쓰기
위인
한국어
지리
중국어
일본어
기타 아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타 세계 언어

<표 5> 주제 항목

3.2.5 문학 항목
어린이 도서 중 문학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제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전개하였다.

도서관 Vol.61 No.2(2006년 12월)

21

어린이 도서는 철학, 동식물
․
, 역사, 상식, 컴퓨터, 인체 등에 관한 주제를 현실성
과 판타지를 가미하여 동화로 표현한 과학동화, 철학동화, 역사동화, 위인동화, 예절
동화 등으로 출판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문학적 장르인 동화,
동시, 아동산문, 아동기행 등으로 항목을 설정한 후 각 장르를 나라별로 전개하게
되면 좀더 구체적이고 주제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도서의 소재나 주제
를 통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자료 중 전래동화, 세계 명작류는 동일한 작품에 대해 여러 작가와 출
판사가 독자층에 따라 활자의 크기, 삽화의 유무, 단어 수, 책의 크기 및 형태 등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출간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서명으로 검색을 실행할 경우 재검색
의 과정을 거치는 오버로드(reading over load)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서지적 접근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책 선택에 어려움을 느껴 어린이 관련 단체나 아동문학 단체 등에서 수여하는 아
동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고자 하거나, 어린이에게 정서
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슬프거나 기쁠 때, 화가 날 때 등
상황에 적합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책의 제목이나 주제와는 별개로 책 속 등장 캐릭터인 호랑이,
공룡, 요정 등 캐릭터를 통한 책 찾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문학의 장르, 동화속의 소
재, 감정 등을 통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분류를 한 후에 각 항목별로 소주제를
설정하였다.
어린이 도서 검색시스템에서 ‘문학항목’의 전개는 어린이 문학상 수상, 주제, 이야
기의 현실성, 책의 전개과정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정, 문학적 장르, 등장인물들의 캐
릭터(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장소)의 7개 항목으로 전개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문학상’은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된 문학상과 수상 년도별로 수상 작
품을 제공한다. 각 문학상의 하위항목은 수상 연도별 전개와, 서명 및 저자명의 가

나다순, 알파벳순으로 전개하고, 수상 연도별 항목은 연도별로 서명저자명의
․
가나

다(알파벳)순으로 전개 한다.
‘주제’항목은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 예를 들면 우정, 효, 가족, 형제애, 장애
등에 관한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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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은 이야기 전개가 역사적 사실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허구를 바탕으로 상상의 세계를 그렸는지 등에 따라 서명의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개한다.
‘감정’부분은 책을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주인
공이 지향하는 바 혹은 이야기 전체에 느껴지는 분위기에 따라 행복, 슬픔, 놀람, 유
머, 화냄, 질투, 사랑, 두려움 등으로 세분하였다. 예를 들어 패트리샤 폴라코의 ‘천둥
케이크’는 할머니가 천둥을 무서워하는 손녀에게 천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천둥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그림동화로 어린이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동화로 표현해 주고 있다.
‘장르’부분은 어린이나 부모들이 동화책을 검색하면서 질문하는 문항 중 자주 거
론되는 항목이다. 동화책의 표지 부분을 살펴보면 장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르는 ‘동화’, ‘동요 및 동시’, ‘학습동화’로 전개 후 ‘동화’
는 전래동화(요정동화 포함), 창작동화, 위인동화, 모험동화, 미스테리, 유머 및 엽기,
판타지(과학적 픽션), 공포물, 만화로 세분한다. ‘동요 및 동시’는 발표 연대나 서명,
저자명 순으로 전개한다. ‘학습동화’는 주로 영유아 도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념,
읽기, 말하기, 철자, 쓰기 등으로 세분한다. 특히 ‘개념’은 한글(알파벳), 문자(반대말,
유의어 등), 숫자, 색깔, 모양, 순서, 거리, 무게, 크기 등으로 다시 세분한다.
‘캐릭터’ 항목은 책 속에 묘사된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 ‘여성, 남성, 중성(사물),
복수’로 나누고, 주인공의 ‘연령층’에 따라 ‘영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 일생’으
로 나누어 전개한다. 또한 등장 인물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따른 우선적 접근을 한 후 각 항목별로 ‘사람’인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상속의 사람인지에 따라 구별한다. 예를 들어 ‘신기료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상상속의 인물인 ‘요정’이고, ‘떠돌이 할아버지와
집 없는 아이들’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실존의 ‘인간’으로 같은 할아버지라 하여도
그 성격이 다르게 묘사된다. 따라서 ‘신기료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는 ‘문
학-캐릭터-사람-상상-요정’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떠돌이 할아버지와 집 없는 아이
들’은 ‘문학-캐릭터-사람-현실-할아버지’로 전개되어야 한다. 동물, 식물, 무생물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의인화하여 묘사하였는지 또는 상상속의 캐릭터
인지에 따라 세분한다. 예를 들어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에 묘사된 암거위는
‘문학-캐릭터-동물-현실’의 전개과정을 거치며, ‘강아지 똥’은 ‘문학-캐릭터-무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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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등장하는 괴물은 ‘문학-캐릭터-동
물-상상’의 순으로 세분할 수 있다.
‘배경(장소)’의 항목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공간이 학교, 도서관, 집, 동물원 등
과 같은 현실의 장소인지 아니면 용궁, 천국, 지옥 등과 같은 상상 속의 장소인지에
따라 접근항목을 달리하여 제공한다. 물론 동화책에 등장하는 공간이 둘 중 어느 하
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동문학은 판타지적 내용을 전개하면서도 현
실과 연계되어 있는 소재를 매체로 판타지를 묘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으로 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공간은 ‘문
학-장소-상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라 스튜어트의 ‘도서관’은 ‘문학-장소-현실-도
서관’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린이문학상 수상 주제

뉴베리
칼데콧
어린이
케이트
문학상
그린어웨이
등

수상
년도

진실

감정

장르

동화

캐릭터
주인공 프로필

배경

성
주인공 연령층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

현실
상상

전래
창작
위인
모험담
미스테리
엽기 및 유머
판타지
공포물

공포
놀람
당황
동요,동시
분노(화남)
불행
실화
사랑
허구
슬픔
외로움
익살
개념
증오(미움)
질투
학습동화
행복

거리
모양
무게
문자
반대
색
수
차이
측정
크기
읽기
말하기
철자
쓰기

<표 6> 문학 항목
이처럼 어린이 문학류는 다양한 요소의 접근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어린이

들의 정서적심리적
․
상태를 이해하고 고려한 아이콘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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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기주도적 학습형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책 읽기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출판시장의 활성화, 어린이 도서관의 신증축이
․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형적 성장은 예산 증가를 통해 그 변화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변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컨텐츠의 변화 속도는 하드웨어적 변
화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어린이 출판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어린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린이 도서관의 증가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제법 갖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책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훌륭한 네비게이션 역할을 수
행하는 검색시스템은 여전히 성인의 검색시스템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을 주춤하게 한다. 검색창에 나타난 용어조차도 생소하고 마우스 클릭
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자판의 타이프에 서툴러 오자를 입력하기도 하고, 논리적 접
근이 어려워 검색에 많은 곤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도서관과 달리 상용 인터페이스는 어린이들의 인지적시각적
․
측면을 충분히 고

려한 검색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의 검색인터페이스도 딱딱하고
불친절한 형태가 아닌 어린이들이 좀더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어린이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운
․
영되고 있는 ICDL, IPL, ALA ALSC의 검색메뉴 구성과 Lima의 ‘A to Zoo’의 구성

항목을 분석하여 기존의 내용적주제적
․
검색 외에 형태적(물리적) 사항에 의한 접
근점을 제시하였다. 피아제의 어린이 발달단계별 특징에 의하면 8세 정도에 이르면
모양, 색상 등 사물에 대한 분류능력을 갖추게 됨으로 시각적형태적으로
․
식별할

수 있도록 ‘형태항목’을 설정하였다. 독서의 입문기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책 선정에 곤란을 느껴 권장도서 목록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행한다. 개인별 차
이는 있겠으나 그림책, 지식정보책 등에 따라 연령단계별 도서, 출판사별 도서를 검

색할 수 있도록 ‘출판항목’을 제시하였다. 출판편집에
․
의한 검색 외에도 어린이 스

스로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거나, 숙제 등의 학습정보
․
습

득을 목적으로 자료 찾기를 하는 경우를 위해서 한국십진분류법의 전개 과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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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는 ‘주제항목’을 통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자료 중 문학류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므로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여 어린이 독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제, 내용, 소재 등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학항목’을 별도로 두었다.
이렇듯 다섯 가지 항목으로 대분류한 후, 각 항목별로 소주제를 두어 단계적 접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보았다.

‘서명저자명
․
항목’은 도서의 주제,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

는 모든 도서의 서명이나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순(알파벳순)으로 제공하며, 검색 방
법은 직접 입력의 방법과 검색 아이콘 클릭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출판 항목’은 권장 연령층, 언어(본문), 출판사, 출판년도, 원 저작사항(언어, 국가)
으로 세분하여 각 항목별 서명의 가나다순(알파벳순)으로 제공한다.
‘형태 항목’은 일반 검색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
포맷, 책의 크기(길이), 모양 등에 따른 접근 후 다시 각 항목별로 세분한다. 즉 ‘포
맷’은 장편, 단편, 시리즈물, 게임, 그림동화, 코믹 및 엽기로 세분한다. ‘책의 크기(길
이)’는 책의 세로길이가 15cm 이하일 경우에는 ‘작은 책’, 30cm 이상일 경우에는 ‘큰
책’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보통의 길이일 경우에는 별도의 검색항목을 제시하지 않
았다. ‘책의 모양’에 따라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와이드형(폭이 넓은), 협소형, 헝겊
책, 팝업 북, 바스 북, 전자책, 기타 등으로 세분한다. 자동차 모양, 동물모양, 사물의
모양 등을 본떠 만든 책은 기타에 포함시킨다.
‘주제 항목’은 한국십진분류법을 토대로 하여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
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순서로 전개하되 일부의 주류는 서로
통합을 하거나 다른 주류의 강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분
류번호는 어린이들의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는 크게 ‘총류’, ‘문화와 사회’, ‘순수과학’, ‘도
구기계
( )’, ‘컴퓨터인터넷
(
)’, ‘의학’, ‘예술오락
( )’, ‘언어’, ‘역사’로 전개한 후 각 항목별
로 세별하였다. 다른 항목에 비해 주제부분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
각된다. 초등교과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확대해야 하고, 반면에 초
등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상위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와 교과과정에 맞춘 용어 선정
에 대한 부분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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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항목’은 ‘주제 항목’에 포함되는 문학을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아동문학이 어린이 출판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문학’은 어
린이 문학상 수상, 주제, 이야기의 현실성, 감정, 문학적 장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장소) 등 7개 항목으로 전개하였다.
‘주제 항목’과 ‘문학 항목’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본
논고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여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 이에 대한 계
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독서 관련 기관 등 어린이 도서를 DB화 하여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린이 자료 검색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추후 앞에서 제시한 포맷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어린이 책의 DB화 사례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다양한 논의를 통해 표준안이 마
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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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맷

1. 서명․저자명 항목
1) 직접 입력 방법

2) 서명저자명의
․
가나다순(알파벳순) 메뉴 구성

2. 출판 항목
언어

권장 연령
유
1∼4세
5∼7세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출판사

출판년도

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1970s 이전
1970s
1980s
1990s
2000-2002
2003-2004
2005-2006
2007-2008
;;;;

원자료 출판지
(번역서의 경우)
언어
국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 형태 항목
포맷

크기(길이)

모양

장편
단편
시리즈물
놀이책
그림책
코믹 몇 엽기

작은 책 (책의 길이가 15cm 이하일 경우)
큰 책 (책의 길이가 30cm 이상일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와이드형 (폭이 넓은)
협소형 (길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빅북
헝겊책
팝업북
바스북
전자책
기타- 동물 모양, 자동차 모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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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항목
백과사전
총류
도서(학)

일반상식
퀴즈
백과사전
저작권
출판
독서
도서관

신문, 언론

철학

철학
동양철학(경학)
서양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신화

종교

동양신화
서양신화

불교
기독교
기타
경제
인구,식민,이민,피난
기업
경제
공익 사업

문화와 사회
경제

기타
금융

재정

화폐
물가
은행
재정
예산
세금

직업

문화(사회)

사회

사회
사회문제
생활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
사회복지

시장
수출.수입
교통 운송
통신, 체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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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사회)
공동체

문화, 문화과정(미래학)
다문화(문화차이)
결혼
가족 구성원
가족
가족제도의 변화
(이혼,미망인,홀아비)
약소민족, 소수민족,
민족 사회학
혼혈아 문제

민속학
의식주

풍습

풍속, 민속학
예절(Manners)

문화와 사회

축제
민간전승

복식(옷)
음식
주거
가정생활풍습
사회생활풍습
관혼상제
아동예법
청년예법
혼례법
장례법
기타
연중행사 (설날, 보름날, 한식, 단오, 추석절 등)
국경일 및 기념일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등)
민간신앙
속담

민속놀이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

학교 및 교육학

학교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특수교육
평생교육
육군
해군
공군
군사학
전쟁

시대별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세
20세기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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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사회

군사학

전쟁

국가별

과학
과학 실험
수학
화학 및 물리

천문학

화학, 물리
물
불
천문학
천문학사
천문대
우주

태양계

순수과학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항성
지구
달력
지학(지질학)

지구물리학

지학(지질학)

지형학

지구
계절
지도제작, 도법
역법, 측시법
지구의 구조 및 특성
화산
지진
빙하
사태(눈사태 등)
건조지대(사막)
도서(섬)
산
동굴
계곡
평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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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공중장애
기상학,
기후학

기상광학
습도

지학(지질학)
해양학

폭풍우
허리케인, 폭풍
회오리바람
눈보라
신기루, 무지개, 황혼 등
안개
구름
비
눈

해양학
연못(호수)
강
바다
홍수
폭포
화석
암석

순수과학

환경

환경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환경보전(자연보호)

인류학
고생물학
생물학
생물 생태학
희귀종, 위기종
생명과학
생물학
생물지리학

식물학

식물전시, 식물표본, 식물원
식물형태학
줄기, 잎, 뿌리
식물생태학
(식물 이야기)
지대식물학
도서식물학
해양식물학
식물지리학
담수식물학
국가별 식물지리학

지대생물학:
온대,열대,산지.사막생물
도서생물학
해양생물학
담수생물학
국가별 생물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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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동물학

양서류

순수과학

동물학

조류

꽃
나무
동물전시, 동물표본
동물형태학
동물생태학
동면, 이동
지대동물학
도서동물학
동물지리학
해양동물학
담수동물학
국가별 동물지리학
개구리
올챙이
두꺼비
카나리아
홍관조
닭
꿩
메추라기
칠면조
공작
두루미
뜸부기
뻐꾸기
두견새
황새
따오기
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매
독수리
물수리
물새
올빼미(부엉이)
소쩍새
펠리컨
갈매기
종달새
제비
휘파람새
짜르레기
까마귀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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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어류

순수과학

동물학

곤충류

포유류

백조
오리
원앙이
크낙새
도요새
게
가재
새우
대구
금붕어
청어
고등어
상어
황새치
참치
갈치
개미
진디
벌
풍뎅이, 딱정벌레
고치
귀뚜라미
잠자리
개똥벌레
벼룩
파리
메뚜기, 여치류
무당벌레
모기
나방
사마귀
거미
말벌
벌레
아드바크
개미핧기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비비
오소리
박쥐
곰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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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과학

동물학

포유류

수퇘지
황소
낙타
순록
고양이
다람쥐
코요테
사슴
들개
개
돌고래
당나귀
코끼리
흰담비
여우
기린
염소
영양(누)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고슴도치
하마
말
하이에나, 스라소니
표범
캥거루
코알라
사자
낙타
매머드
족제비
두더지
사슴(무스)
쥐
노새
사향쥐
수달
팬더
돼지
너구리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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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순수과학

동물학

연체동물

파충류

도구 및 기계

공학
발명, 발견(특허)
통신
기계공학
운송, 탈것

컴퓨터 및
인터넷

의학

육로
공중
해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쉐어웨어
온라인 게임
의학
정신(심리)
인체
위생학
질병 및 의학
음식 및 영양
운동
안전

쥐
코뿔소(무소)
바다표범
양
스컹크
나무늘보
호랑이
족제비
고래
늑대
얼룩말
대합조개
낙지, 문어
오징어, 꼴뚜기
굴, 조개
홍합
가리비
조가비
달팽이
악어
카멜레온
이구아나
도마뱀, 도룡뇽
뱀
거북,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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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조각
궁전, 성곽
종교 건물

공공 건물
건축

박물관, 미술관
정부기관(관공서)
교육용 건물
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
군용건물

과학 및 연구용 건물
공업용 건물
상업용, 교통, 통신용 건물
주택 건물
기타
솜씨, 수공예
서예
미술
동양미술
미술
예술
(여가, 오락)

서양미술

음악

연극

동양 미술
작품
화가
서양 미술
작품
화가

음악
악보
종교음악
성악
오페라
악기 및 연주
국악, 민요
연극
가면극
인형극
영화
체육
종합체육대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체육)

체조
달리기, 마라톤
높이뛰기, 멀리뛰기
농구
배구
핸드볼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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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체육)
예술
(여가, 오락)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실내오락

언어

럭비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골프
수영
보트타기
스키
스케이트
썰매타기, 봅슬레이
공중 레저스포츠
무용, 발레
자전거타기
캠핑
낚시
하키
등산, 암벽타기
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 주사위
기타

언어, 문자
글쓰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아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타 세계 언어
역사

세계사

역사 및 지리

선사 시대
고대
중세
20세기
21세기

역사
아시아

한국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항일시대
대한민국시대(1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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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프리카

역사

북아메리카

역사 및 지리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그리스, 고대 그리스사
로마, 고대 로마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기타
아프리카
이집트
기타 아프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쿠바
기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기타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
대서양제도
기타
북극지방
그린란드
남극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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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위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주제별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양

역사 및 지리

지리

5. 문학 항목
어린이 문학상 수상

어린이 문학상
수상 년도

주제
진실 및 허구

감정

실화
허구
공포
놀람
당황
분노(화남)
불행
사랑
슬픔
외로움
익살(재미있는)
증오(미움)
질투
행복

뉴베리
칼데콧
케이트 그린어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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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동시
․

동화

산문류
장르

학습동화

성

주인공 연령층

전래
창작
위인
모험담
미스테리
엽기 및 유머
판타지(과학적 픽션)
공포물
일기, 기행, 수필
거리
모양
무게
문자(한글,알파벳)
반대
개념
색
수
차이
측정
크기
읽기
문자
쓰기, 철자
여성
남성
중성(사물)
복수
영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
일생
현실

캐릭터(주인공 프로필)

사람

상상

거인
괴물
난쟁이
마법사(마녀)
악마
외계인
요정
언어
산타
신(여신)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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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물
캐릭터(주인공 프로필)

식물
무생물

배경

천국
용궁
하늘나라

상상
현실
상상
현실
상상

공룡
유니콘
흡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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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18)연구를 위한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1)
Bibliographic references and source identifiers
for terminology work
ISO 著․한종엽 譯(Jong-Yup Han)✻
목차
<Introduction>
1. 적용범위
2. 참조표준
3.
4.
5.
6.
7.
8.
9.

정의 및 약어
출판물 유형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를 사용한 전문용어 연구
서지적 참조
출처 식별코드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 교환
전문가 명부

10. 서지적 참조 목록
<참고문헌>

<Introduction>
The recording, storing and exchange of bibliographic data on sources requires
a coherent methodology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and coding. A number of
✻ 한국해양연구원 학술정보팀장 <jyhan@kordi.re.kr>
1) 이 논문은 전문용어 연구를 위한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을 위한 국제표준이다. 논문의 원제는

｢ISO 12615, Bibliographic references and source identifiers for terminology work｣이며, ISO/TC
37 언어자원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최근에 국제표준으로 공표하였다. ISO 홈페이지에서는 이 표
준의 추가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역자가 ｢도서관 58(2), 2003년 여름호｣에서 이미 소
개한 바 있는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서지적 참조 국제표준 ISO 690-2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역자는 ISO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이 논문에 대한 번역편찬권을 허락받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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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standards deal with closely related matters, but none cover the
specific requirements that are unique to terminology work and terminography.
This International Standard employs the methodology for formulation of
bibliographic references given in ISO 690 and ISO 690-2.
ISO 690 and ISO 690-2 are intended for use by authors and editors in the
compilation of references for inclusion in a bibliography, and in the formulation
of citations within the text corresponding to the entries in that bibliography. An
important part of the work of terminologists involves identifying the terminology
content of documents for subsequent use, extracting and analysing such
terminology content, and in identifying the bibliographic source that has been the
basis of their decisions. The manner of represent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described in ISO 690 and ISO 690-2 is convenient for this purpose. The most
obvious application is in the assemblage of terminological data where the focus
is the term or concept. In this context, the bibliographic source is just one of the
categories of information to be included.
This International Standard provides explanatory material and additional
specifications for use when referring to bibliographic sources in terminology
work. The structure proposed for bibliographic references is then used to
demonstrate an abridged system of coding that can be used to avoid unnecessary
repetition of complete references.

<서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서지적 데이터를 기록, 저장,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서
지기술과 코딩 방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의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표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전문용어를 다루는 연구와 전
문용어학과 같은 특수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유하고 구체적인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표준은 ISO 690과 ISO 690-2에서 제시한 서지적 참조의 구
성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ISO 690과 ISO 690-2는 저자와 편저자가 서지 목록에 포함되는 참고문헌 작성을
지원하며, 서지 목록의 기입요소와 문헌 본문상의 인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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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 용어학자의 작업 중 중요한 부분은, 추후 이용을 위한 문헌의 전문용
어 내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용어 내용을 분석ㆍ추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결정의 기반이 되는 서지적 참조를 식별하는 것이다. ISO 690과 ISO 690-2에서 기
술한 서지정보 표현방법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용어 또는 개념에 부합하
는 연구용 전문용어 데이터의 집합체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지적 출처는 포
함된 정보 범주중의 일부이다.
이 표준은 전문용어 연구에서 서지적 출처를 참조하기 위하여 해설자료와 부수적
인 규격을 제공한다. 그리고 서지적 참조를 위해 제안한 구조는 완전한 참고문헌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편한 코딩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이 국제표준은 전문용어 연구 및 용어학을 위한 서지적 출처에 대한 정보의 기록,
저장, 교환에 적용한다. 또한, 전문용어 연구용 서지적 참조에 포함되는 데이터 요소
를 규명한다. 여기서 서지적 참조는 전문용어에 컴퓨터 응용 시 또는 기타 텍스트
내용에 따라오는 서지 목록, 참고 서지 목록 및 학술지 논문의 인용을 표시할 경우,
데이터 범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표준은 사서, 서지학자, 색인 작성자가 문헌을 기
록,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지기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또한 서지적 참조에 따른 출처 식별코드와 이의 용도를 기술하는 한편,
서지적 참조 데이터요소를 출처 식별코드에 반영하는 방법과 함께 구성요소의 집합
을 독특한 식별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다음 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한다.
- 전문용어 데이터 및 기타 언어 자원의 파악, 추적 및 검증
- 전문용어 데이터가 들어 있는 문헌에 대한 상호 참조
- 네트워킹 데이터 흐름 관리와 기타 전문용어 문헌화 작업과 전문용어 기술 작
업 시 협동 연구
- 전문용어 데이터 교환
- 기술 문헌 작성
- 전문용어학 및 전문용어 사전 편찬학의 개별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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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ISO15836과 같이 단순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 요구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참조 표준
다음은 이 표준 적용 시 반드시 필요한 인용 표준으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인용한 표준만 적용하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한 표준
의 최신판(개정판 포함)을 적용한다.
ISO 639-1:2002, 언어명 표현 코드 - 제1부 : 두 자리 코드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 - Part 1: Alpha-2 code)
ISO 639-2:1998, 언어명 표현 코드 - 제2부 : 세 자리 코드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 - Part 2: Alpha-3 code)
ISO 690:1987, 문헌 - 서지적 참조 - 내용, 형식 및 구조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Content, form and structure)
ISO 690-2:1997, 문헌정보 - 서지적 참조 - 제2부 : 전자 문헌 또는 그 일부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Part 2:
Electronic documents or parts thereof)
ISO 1087-1:2000, 전문용어 연구 - 어휘 - 제1부 : 이론과 응용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ISO 1087-2:2000, 전문용어 연구 - 어휘 - 제2부 : 컴퓨터 응용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2: Computer applications)
ISO 2108:1992, 문헌정보 -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 (ISBN))
ISO 3166-1:1997, 국가명 코드와 세구분 - 제1부 : 국가 코드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1:
Country codes)
ISO 3166-2:1998, 국가명 코드와 세구분 - 제2부 : 세부 국가 코드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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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ubdivision code)
ISO 3166-3:1999, 국가명 코드와 세구분 - 제3부 : 국가의 이전 이름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3:
Code for formerly used names of countries)
ISO 3297:1998, 문헌정보 -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ISS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3. 정의 및 약어
3.1 정의
이 표준에서는 ISO 1087-1, ISO 1087-2 및 아래에서 제시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
한다.

3.1.1 문헌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

3.1.2 전자 게시판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써 이용자가 원
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

ISO 690-2:1997 준용

3.1.3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유형으로 처리 과정을 규정한 일정이나 계획
[ISO 690-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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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기고문
문헌의 구성요소가 되는 독립된 단위
[ISO 690-2:1997]

3.1.5 전자 토론그룹 목록
전자우편 주소록의 회원 간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주제 또는 특정 주
제에 관한 토론그룹으로서, 특정 개인의 기고문이 전체 회원에게 전자 메시지로 자
동 전송함
주

ISO 690-2:1997 준용

3.1.6 단명 자료
일시적인 목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문헌 (3.1.1)

3.1.7 모체물
물리적으로나 서지적으로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
는 구성요소나 기고문을 수록한 문헌 (3.1.1)
[ISO 690:1987]

3.1.8 단행본
비연속간행물, 즉 하나의 요소로 완성하였거나 또는 개별적인 여러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 자료
[ISO 690:1987]

3.1.9 연속간행물
주로 명칭에 일련번호를 붙여 연속적으로 발행하며, 주기에 상관없이 계속성을 갖
는 인쇄물 또는 비인쇄물 유형의 출판물
[ISO 69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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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번역문
텍스트를 타 언어로 동일하게 표시한 파생 문헌 (3.1.1)

3.1.11 서지적 참조
문헌이나 문헌 일부를 확인하여 찾을 수 있도록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
해 놓은 것(3.1.1)
주

문제의 저작물을 인용한 문헌에 기입할 때 서지적 참조는 보통 “References”
맨 위에 온다.

3.1.12 레코드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 데이터 요소

3.1.13 표제
일반적으로 문헌자체에 기재된 단어나 구로써(3.1.1),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자료를 식별하고 다른 문헌과 구별하는데 사용됨 (3.1.1)
[ISO 690-2:1997]

3.1.14 저자
문헌의 지적, 예술적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3.1.1)

3.1.15 서지
문헌의 관계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서지기술 및
목록 (3.1.1)

3.1.16 인용문
텍스트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저작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 사용하는 서지적
참조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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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어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SICI 연속간행물 식별코드 (Serial item and contribution identifier)
XML 확장형 마크업 언어 (eXtensible Markup Language)

4. 출판물 유형
전문용어 학자는 다양한 문헌 출처에 대한 서지적 자료를 이용한다. 사전이나 용
어 등 전문용어 데이터 집합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문용어 학자는 특수 출판물
(예: 숨겨진 용어나 색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서지적 참조에서는 전문용어
와 관련된 정보를 강조하고 기타 내용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
다음은 대부분의 전문용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의 유형이다.
- 단행본 (완전본 또는 이의 기고문)
- 연속간행물 (완전본 또는 이의 기고문)
- 표준 (특히 전문용어 표준)
- 법규
- 비전자 단명 자료
- 음향 정보 (음성 및 소리 녹음)
- 컴퓨터 프로그램
- 전자 출처 (예: 전문용어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 전자 출판 전문용어, 전자 출판
연속간행물, 전자 메시지 시스템, 개별 전자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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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를 사용한 전문용어 연구
5.1 일반 사항
전문용어 출처의 서지적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상세화 수준이 적
용된다. 서지적 참조에 대한 정보 유형과 표시 방법에 상관없이 상세화 수준을 적절
히 적용하고 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하는 문헌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화 수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출판물 출처 유형별로 구성 요소를 표시할 경우 동일한 순서에 따른다.

5.2 서지적 참조
서지적 참조는 다음의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 전문용어에 컴퓨터 응용 시 문헌 출처 기록용
- 위의 컴퓨터 응용과 유사한 매뉴얼용
- 서지적 참조 목록 표기용
(예: 기타 텍스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지 목록이나 학술지 논문의 인용문)

5.3 출처 정보
출처 식별코드는 다음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 전문용어에 컴퓨터 응용 시 출처 식별코드 데이터 범주
- 위의 컴퓨터 응용에 유사한 매뉴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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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지적 참조
6.1 일반 사항
서지적 참조의 기본적인 내용, 유형 및 구조는 ISO 690이나 ISO 690-2를 따른다.
이 국제 표준은 문헌에 대한 일반 사항과 함께 전자 문헌을 다루며, 문헌 형식별 서
지적 참조요소를 파악하여 표시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한다. 부록A는 모든 문
헌형식에 따른 서지적 참조 예제를 제시한다. ISO 690과 ISO 690-2에 따른 서지적
참조요소의 경우 선택 사항은 이탤릭체로 나와 있고, 필수사항은 일반 텍스트로 나
와 있다. ISO 690과 ISO 690-2는 일부 필드의 경우 서지적 참조요소와 관련한 주석
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전문용어 연구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주석을 선택 필드로 추가하였다.
ISO 690과 ISO 690-2의 기타 조항에서는 서지적 참조에 포함되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 규약을 명시한다. 선택 필드가 주어지고, 전문용어 연구에 적절한 권고안 제시
가 가능한 경우, 6.3에서 관련 주석을 제시한다.

6.2 문헌 형식
6.2.1 표준
ISO 690은 표준을 문헌 형식으로 식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단체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권고안에 맞지 않는 표준 출판물 지칭 방법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다. 표준 식별코드는 표준번호와 작성연도로 구성된다.(예 : ISO 2709 : 1996). 특
정 하위 기관이나 번호가 매겨진 텍스트 요소를 지칭하는 참조는 날짜 뒤에 쉼표를
찍은 후 기술한다. (예 : BS 4884-3:1993, 그림 1). 표준 출판물에서 규범적 참고 자
료는 관련 식별코드나 표제가 인용하고, 참조용 참고 자료는 표제 앞에 오는 식별코
드가 인용한다.
전문용어 연구용 서지적 참조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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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식별코드 (필수)
- 표제 (선택)

6.2.2 법규
단행본 표준은 법규에 적용한다. 1차 저자로 책임을 가진 기관을 언급,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지역, 행정 구역과 같은 법규 관할 구역
명을 제시한다.
<예시 1> 1차 저자 : UNITED KINGDOM.
표제: Building Act 1984, Chapter 55.
<예시 2> 주 저자 : RICHMOND (US).
표제: Building code of the city of Richmond, Virginia.
행정 부서에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France. Minist“re des transports” 유형을
이용한다2). 이는 위임 기구에서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에 당해 규격이 실리지 않은
경우이며, 기술서에 이 문맥을 반영한다.
<예시 3> 1차 저자 : UNITED KINGDOM.
표제: Building Standards (Scotland) Amendment Regulations 1993.
시리즈: Statutory Instruments 1993 No. 1457.
<예시 4> 1차 저자 : UNITED KINGDOM. Scottish Office.
표제:

Technical

standards

for

compliance

with

the

Building

Standards (Scotland) Regulations 1990, as amended by the Building
Standards (Scotland) Amendment Regulations 1993.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의 표제는 당해 법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표제를 따르
지 않고, 개별 법규의 표제를 따른다.
대다수 국가의 법규에서 날짜는 표제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동일한 주제를 다
2) 역자주. 정부 또는 지자체명이 주저자이지만 이에 소속한 행정부서에 책임을 위임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발행한 ｢수원시 건축 조례｣에 대하여 주 저자를 수원시 건축과로 할 수
있다.

54

전문용어 연구를 위한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

루는 법규에는 모두 동일한 표제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이들 법규를 구별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날짜의 중요성은 표준 보다 법규가 더욱 크
다. 표준에서는 날짜가 주로 특정 시점에서 적용된 표준의 버전을 나타낸다. 매년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법규가 나올 수 있다(예: 재정법). 또한, 이들 법규의 대다수
조항이 상당 기간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서지적 참조에 날짜를 반복하는 일은 이
제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6.2.3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규격인 ISO 690-2:1977은 아래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예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General Secretariat. Terminological
Information System [online]. Brussels (B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May 1999- [cited 30 November 2000]. Updated daily. Software version 2.3.
In Danish, Dutch, English, Finnish, French, German, Greek, Irish, Italian, Latin,
Portuguese, Spanish, Swedish. Available from Internet URL:
<http://tis.consilium.eu.int/>.

6.2.4 음향 정보 및 비전자 단명 자료
ISO 690과 ISO 690-2는 전문용어 센터가 수집한 비정형화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 ISO 690이나 ISO 690-2의 문헌 형식 중 적용할 만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
장 유사한 문헌 형식을 선택하여 규약에 따라 참조사항을 표준화한다. 이를테면, 연
설의 녹음자료(음성 메시지)는 단행본으로 취급할 수 있다. 서지적 참조의 관련 요
소에 대한 데이터를 항목 내에서 찾을 수 없으면 적절한 출처에서 검색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불완전 수준은 용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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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규격 세부 내용
6.3.1 국가
ISO 690은 장소명이 동일한 경우, 이의 구분을 위해 국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전문용어 연구 시 정보자원을 통해 국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표준에서는 ISO 3166에서 제시한 코드화 양식의 괄호 안에 국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6.3.2 주석
ISO 690과 ISO 690-2는 서지적 참조요소와 관련하여 주석 정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앞의 두 가지 표준과는 상이하지만, 이외에도 전문용어 연구용 서지적 참
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언어 (언어명칭의 경우, ISO 639 참조)
- 기타 문헌 작성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 (역할을 기술하는 낱말로 시작)
주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은 1차적 또는 2차적 책임자에 추가되는 사람이다.

- 기타 문헌 특징(예 : 용어, 색인, 동의어 목록 포함)이 더 큰 저작3)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록 페이지를 명시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언어 코드를 삽
입한다.

7. 출처 식별코드
7.1 일반 특징
동일한 문헌 (예 :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헌)을 자주 인용해야 할 경우에는
코드를 사용하여 서지적 참조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완전한 정보를
3) 역자주. 책, 백과사전, 정기간행물 등을 예로 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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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서지적 참조 파일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출처 식별코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출처 식별코드도 있다. 중요도는 코드
자체에서 추론이 가능한 정보량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ISBN은 부분적으로 중요하
지만, 일련번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개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보통 중요 코드를 이용한다. 하지만, 다수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호환을 고려한 시스
템에서는 간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코드가 중요할수록 더
욱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코드의 특이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출처 식별코드는 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용한다. 전문용어 데이터에 들어있는 출처 식별코드는 서지적 참조를 제시하는 개
별 파일과 온라인상으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느 출처 식별코드가 다
른 출처 식별코드로 대체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호환형 포맷에서 호환 당사자가 출처 식별코드를 서지적 참조로 연결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 식별코드만 유용성이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서지적 참고
공용 풀이나 100% 예측 가능한 식별코드 생성 방법에 접근할 수 있다(즉, 독립적인
두 개체가 동일 문헌의 동일 출처 식별코드를 생성).
일반적으로 출처 식별코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다른 출처를 참조해야 한다.
ISBN의 문헌 확인 방식은 독특하지만, ISBN이 어떤 책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다만, 검색자는 이의 출처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으며, 서적상을 통하여 이
책을 주문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의 경우는 다르다. 표준화 기구들은 출처 식별코
드 및 서지적 참조용 식별코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기타 문헌 형식
은 출처 식별코드 색인을 필요로 하며, 주어진 출처 식별코드에 의해 표시되는 서지
적 참조를 제시하는 한편, 특히 특정 문헌의 출처 식별코드를 보여 주는 서지적 참
조 파일을 제시한다.
출처 식별코드의 사용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처 식별코드 정형화 규칙 준수 여부
- 출처 식별코드의 특이성 유무(즉, 다른 문헌 표시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를 확인)
- 다른 출처 식별코드에 동일 문헌이 할당되지 않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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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연속 번호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문
헌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7.2의 출처 식별코드 체계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a) 보통 문헌에 있는 정보에 기반
b) 고도로 예측 가능하며, 다양한 개인과 조직이 유사 식별코드를 지정
c) 국제적으로 인정된 서지기술 체계의 특징을 반영
d) 주로 문헌 정보에 있는 정보 활용. 다만, 문헌 정보의 제반 측면을 표현하거나
“필수”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이루어진 적이 없음

7.2 출처 식별코드 시스템
7.2.1 일반사항
여기서 제안한 시스템은 NISO 표준(Z39.56)으로 SICI(연속간행물 상세표준 식별
코드)이다. 이는 배포 매체(종이, 전자, 마이크로필름 등)와 상관없이 연속간행물 권
호나 연속간행물 내 기고문(예 : 기사)을 독특하게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문헌 형식별 출처 식별코드를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이 제안
시스템은 선택 필드로 로마 철자법을 사용하는 언어에 응용할 수 있다.

7.2.2 공통 출처 식별코드 요소
7.2.2.1 표제
이 요소는 필요시 대문자 6글자로 구성한다. 앞에서부터 여섯 단어를 선택하고(하
위 표제 포함),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선택한다. 알파벳 철자법을 사용하는 언어에서
한 단어는 공백 없는 문자열(예: L'Anogie Perdue에서 LP)을 가리킨다. 영어가 아니
어서 선택한 문자가 A-Z 집합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음독하며 음독한 단어
의 첫 글자를 선택한다. 아라비아 숫자는 문자나 단어로 인정된다(예: 101은 1로 표
시). 일련의 로마 숫자는 알파벳 문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로 취급한다(예 : XV는 X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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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TTTDBS for:
The Team Terminology Data Bank System, Language Services
Department, Siemens AG, Munich, Republic of Germany
때로 “표제”가 단어나 약성어 또는 시스템의 명칭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처음 6
글자를 이 단어에서 선택한다(예 : 표제가 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ue
(CORC)인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 CORC로 표제를 할 수 있다.)

7.2.2.2 날짜
(YYYYMMDD) 형식에서 괄호 안의 발행년도나 날짜, 괄호 안의 텍스트는 4, 6,
또는 8개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다. SICI의 경우 계절별(봄∼겨울 21-24), 분기별
(1∼4분기 31∼34)로 코드가 추가된다.

7.2.3 기고문 요소
기고문 요소의 집합은 특정 기고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며, 기고문의 시작 위치
와, 필요한 경우 표제 코드로서 구성한다(7.3 참조).
텍스트는 꺽쇠 괄호 안에 삽입한다. 문헌이 완전한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인 경우,
꺽쇠 괄호 안에는 아무런 정보를 삽입하지 않는다(따라서 <>로만 보인다.).

7.2.4 출처 식별코드 구조 요소
구조 요소는 n.n 코드 시스템 항목의 일반 특징을 기술한다.
첫 번째 숫자는 참조해야 할 완전한 단행본을 지칭하는지 또는 기고문을 나타내
는데 사용한다.
1 완전한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
2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고문
두 번째 숫자는 이미 확인한 항목의 파생 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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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파생 부분이 아닌 전체 항목
1 목차
2 색인

7.2.5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 식별코드 요소
7.2.5.1 일반사항
아래의 부가 요소는 공백 없이 위에서 지시한 구조 요소 뒤에 따라온다(7.2.4 참
조). 이들 부가 요소는 선택 필드로,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한다. 이들 부가 요소를
문헌에 1개 이상 적용할 경우, 순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다.
<예시> <>1.0TX.!glfr

7.2.5.2 매체 식별코드
SICI는 다양한 표시 유형을 구별하기 위하여 매체/유형 식별코드를 반영한다.
TX 인쇄한 텍스트
TL 인쇄한 텍스트(가제본)
TH 인쇄한 텍스트(양장본)
TS 인쇄한 텍스트(대중본)
TB 점자법
CD 컴퓨터 가독형 광매체(CD-ROM)
CF 컴퓨터 가독형 자기 디스크 매체
CT 컴퓨터 가독형 자기 테이프 매체
CO 온라인(원격)
HE 마이크로피쉬
HD 마이크로필름
SC 음향 정보
VX 비디오 녹음
ZN 복합 물리적 유형
ZU 물리적 유형 미상
ZZ 기타 물리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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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번역물
출처가 다른 연구물을 번역한 것인 경우, 느낌표로 표시한다.

7.2.5.4 숨겨진 용어 및 색인
문헌을 색인에서 참조하거나 서지적 참조가 색인에만 관련된 경우, 7.2.4의 코드를
이용한다. 다만, 색인을 포함하는 문헌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 색인의 존재를 나타내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코드를 사용한다.
Glossary gl
Index
주

i

두 코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순서대로 간격 없이 표시한다(예: gli).

7.2.5.5 언어 코드
언어 코드는 ISO 639에 따라 2글자 코드를 사용한다. 최대 3개 코드를 제시할 수
있다. 코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간격 없이 연속 표시한다(예 : enfr).

7.3 문헌 유형별 출처 식별코드
7.3.1 단행본
단행본의 출처 식별코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ISBN (ISO 2108에서 규정한 형식)
- 날짜
- 권호 (괄호 안에 삽입된 1개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
- 기고문 요소(<>처럼 꺾쇠괄호에 데이터 없음)
- 구조 요소(1.0.)
- 부가 사항(있을 경우)
이 기술사항은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및 법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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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ISBN 83-85063-75-7(1992)<>1.0.TX.! for:
WERTHEIM,

J.,

OXLADE,

C.,

and

WATERHOUSE,

J.

Illustrowana

encyklopedia szkolna. Chemia. Translated by A. Kacperska. e“dź. (PL): Res
Polona, 1992. 129 p. Translation of: Dictionary of chemistry. ISBN 83-85063-75-7.

7.3.2 표준
6.2.1에서 기술한 표준 식별코드는 출처 식별코드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부여한다.
<예시> ISO 1087-1:2000 for:
ISO 1087-1: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7.3.3 연속간행물 및 전자 메시지 시스템
연속간행물 및 전자 메시지 시스템의 출처 식별코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ISSN (ISO 3297에서 규정한 형식)
- 날짜
- 기고문 요소(<>처럼 꺾쇠괄호에 데이터 없음.)
- 구조 요소(1.0.)
- 부가 사항
완전본이나 부분본 또는 계속 발행 중인 연속간행물인 경우, 날짜는 소장표시의
시작을 가리킨다. 소장표시는 부분적으로 전자 유형인 경우, 별도의 매체 출처 식별
코드를 사용하여 소장기간이 상이한 권호를 구별한다. 전자 연속간행물 또는 메시지
시스템에 제시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인용 날짜에 접속할 수 있었던 파일의 시
작 날짜를 나타낸다.
<예시> ISSN 0251-5253(1984)<>1.0. for:
TermNet News,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for Terminology, Canada
(CA). 1984- (holding commencing with issue 8). ISSN 025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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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단행본 기고문
단행본 기고문의 출처 식별코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ISBN (ISO 2108에서 규정한 형식)
- 날짜
- 권호 (괄호 안에 삽입된 1개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
- 기고문의 제1쪽 번호(꺾쇠 괄호 안의 숫자)
- 구조 요소(2.0.)
- 부가 사항
<예시> ISBN 0-14-080451-1(1971)<165>2.0. for:
Societal reactions to suicide: the role of coroners' definitions by J. M. Atkinson
(pp. 165-191) in Images of deviance edited by Stanley Cohen, Harmondsworth
(GB): Penguin Books, 1971. ISBN 0-14-080451-1.

7.3.5 연속간행물 및 기고문 식별코드
7.2.1과 같이 여기서 제안한 시스템은 SICI(Z39.56)를 기반으로 한다. 제안한 시스
템은 배포 매체(종이, 전자, 마이크로필름 등)와 상관없이, 연속간행물 표제 권호나
연속간행물 내 기고문(예: 기사)을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7.2.5의 전문용어
용 부가 정보는 출처 식별코드가 SICI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SICI 레코드는 체크 기호(check digital)로 끝난다. SICI 규약을 채택할 의무는 없지
만, 전문용어 시 가급적 유사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SICI는 전자 데이터 교환(EDI) 환경에서의 데이터요소에 포함된다.
출처 식별코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ISSN (ISO 3297에서 규정한 형식)
- 날짜
- 권호 : 콜론(:)으로 구별되는 2개 숫자
- 출판물 위치로 표제 코드가 뒤에 옴(꺾쇠괄호 안에 삽입되며 콜론으로 구별)
- 구조 요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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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사항
<예시> ISSN 0024-2195(2000)102:11<>1.0. for:
Library Association Record. November 2000, vol. 102, No. 11. ISSN 0024-2195.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속 번호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시> ISSN 0251-52537(1981)1<>1.0. for:
TermNet News.1981, No. 1 (no volume number). ISSN 0251-5253.
<예시> ISSN 0008-7269(200021)135<1:CAIATW>2.0. for:
TOTH, Ben. Cataloguing and indexing and the web. Catalogue & Index.
Spring 2000, No. 135, pp. 1-2. ISSN 0008-7269.

8.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 교환
8.1 전문용어 데이터 교환
출처와 출처 식별코드는 두 개의 데이터 범주로 전문용어 데이터 레코드에 위치
한다. 서지적 참조는 원시 데이터 범주의 데이터 요소이자 출처 식별코드 데이터 범
주의 출처 식별코드이다. 이 표준은 전문용어 데이터 레코드의 일부인 서지적 참조
와 출처 식별코드의 교환을 도모한다.

8.2 기타 교환
ISO 2709나 XML 등 일반화된 교환 포맷을 이용하여 기타 관련 문헌에서 서지적
참조와 출처 식별코드를 교환할 수 있다. 서지적 참조는 인지 가능한 다수 정보 요
소의 집합체이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일 데이터 요소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출처 식별코드에 의해 2개의 데이터 요소로 이루어진 레코드로 변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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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용 중인 출처 식별코드를 개별적으로 변환해야 할 경우에는, 7.1에서 언급한
출처 식별코드와 서지적 참조의 호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지적 참조로 연결
이 안되어 있는 경우 출처 식별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용어 연구용 서지 데이터 사용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선
진화된 교환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서지적 참조 교환 시 XML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부록 C에서 제시한다.

9. 전문가 명부
대다수 전문용어 센터가 지금까지 접촉해 왔거나 앞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정의에 대해 구두 의사 표시를 했거나
앞으로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전문가들로, 이 중 대다수는 저자이거나 출판물에 대
한 2차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서지적 참조나 주석에서 언급한다. 서지적 참조에 필
요한 정보와 개인과의 접촉을 유지 또는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 사이에 구별을
해 두는 것이 낫다. 서지적 참조는 문헌 내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이름과 저술과 관련한 역할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
(즉, 이름, 성별, 학력/교육 경험, 해당 분야 지식, 언어 전문성, 현지 연구 분야,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표준화 연구 참여도 등)은 전문가 명부에 넣는다. 물론
공공 도메인에 제공된 정보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개인별로 위의 모든 범주를 반드
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문가 명부에 들어 있다는 것을 해당 개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파일 보전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전문가 명부에 포함된 정
보를 다른 센터로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10. 서지적 참조 목록
ANSI/NISO Z39.56:1996 (Version 2). SICI: Serial Item and Contribution
Identifier Standard.

도서관 Vol.61 No.2(2006년 12월)

65

<참 고 문 헌>
￭ ISO 4:199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ules for the abbreviation of
title words and titles of publications
￭ ISO 832:199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description and
references - Rules for the abbreviation of bibliographic terms
￭ ISO 2709:199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 ISO 5127: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Vocabulary

￭ ISO 15836:200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he 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

66

한국에서의 모리스 꾸랑 연구

한국에서의 모리스 꾸랑 연구1)
A study on Maurice Courant in Korea
이 귀 원(Gui-Won 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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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프랑스의 유명한 동양학자였던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 1865-1935)은 21종2)의 한국관련의 한국관련 저술을 비롯하여 평생 103편의 저술
을 남겼다. 그의 한국에 관한 21종의 저술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정치, 역사, 사회, 언어, 종교, 음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였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고전운영실장
1)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의 추억 한/불 1886-1905(06/10/18)’에서 발표된 논문임.
2) Coll“ge de France, CListe de Travaux des Maurice Courant relatifs “ la Cor“eC, Cahiers
d'Etudes Cor“ennes 1 : Etudes cor“ennes de Maurice Courant. Paris : Editions de L“opard
d'or, 1983,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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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에는 1900년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의시 샹드 마르스의 한국관 소개
(Le pavillon cor“en au Champ de Mars, Souvenir de Seoul, Cor“e)”3) 처럼 한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그치는 것도 있지만, 꾸랑의 한국에 관한 저술은 한국학이란 용
어도 없었던 19세기말 20세기 초에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꾸랑의 한국관련 저작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존하는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인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존재를 기록으로 알려 준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enne)｣4)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3,821종의 한국 도서에 대한 상세한 서지사항과
해제를 수록한 4권으로 된 방대한 저작으로 1894년부터 1896년(1-3권), 1901년 (보
유) 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필수
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불후의 저서이다.
꾸랑은 1865년 10월12일 빠리의 프랭클린(Franklin)가에서 이지도르 꾸랑(Charles
Isidore Courant)과 마리 꼬스나르(Marie Cosnard)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1935
년 8월18일 깔위르(Caluire)에서 사망했다.
1883년 대학입학자격고사 문과에 합격, 빠리대학 법대에 입학하여 1886년에는 학
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기간중 1885년에는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중국어와 일본어 강의에 등록하여 1888년에 동 과목의 고등교육학위를 수
여 받았으며 학위수여직후인 1888년 9월 북경의 프랑스공사관 통역관 실습생 자격
으로 파견되어 체류했는데 그 중 마지막 10여개월은 아놀드 비씨에르(Arnold
Vissiere)를 대신하여 수석 통역관 기능을 부여 받았다.
모리스 꾸랑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1890년 5월23일 프랑소와 게렝
(Francois Gurin)의 뒤를 이어 북경에서 서울로 통역서기관으로 전속되면서 였다.
당시 그의 상관이자 유일한 외교관 동료가 빅또르 꼴렝 드 쁠랑시 (Victor Collin de
3) Maurice Courant, CLe pavillon cor“en au Champs de Mars, Souvenir de Seoul, Cor“eC. Paris
: Exposition universelle, 1900, pp.Ⅲ-Ⅷ.
4)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enne. Paris : Ernest Leroux, 1894-1896, 3 vol.
Suppl“ment, 1901, 1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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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cy 1853-1922)로서 그를 통해 꾸랑은 한국서지 및 한국학 전반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지냈던 13개월간 꾸랑은 한국의 문화 특히 고서와 깊은 접촉을 할 수

있었다. 쁠랑시의 영향을 받은 꾸랑 역시 ｢韓國書誌｣의 서론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의 각 상점, 특히 고서점을 찾아 다니며 수집에 열중했는데 중국어를 공부한 그로서
는 당시 대부분이 한문이었던 한국 고서를 비교적 식견을 가지고 고를 수 있었으며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하던 한국 선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북경으로 전속 발령을 받고 1892년 3월 10일에 한국을 떠나기까지 모리스 꾸랑은

21개월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그가 한국을 떠난 후 ｢韓國書誌｣의 작성이나 한국에

관한 연구 및 발표를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당시 조선 교구장이던 구스
타브 뮈뗄(Gustave Mutel 閔德孝1854-1933) 주교였다.
1935년 8월18일 꾸랑의 죽음은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
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 학문적 영역에서 꾸랑은 1935년에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
다. 오른손이 마비된 후 저술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주요 저
서의 출판년도는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5) 그의 죽음은 평생 한국을
연구하고 소개하는데 전념하고자 했던 노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 논문은 위대한 한국학 학자였던 모리스 꾸랑의 저작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
개된 것은 언제이며, 그 이후 한국에서 모리스 꾸랑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D. 부셰 著 ; 全壽蓮 譯,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 下. 東方學志, 第52輯, 198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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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에서의 모리스 꾸랑 연구
1. 모리스 꾸랑 저술의 한국 내 최초 소개
모리스 꾸랑의 저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7년 알렉산더 켄뮤어(Alexander

H. Kenmure)가 ｢韓國書誌｣를 ｢The Korean Repository｣ 6월호 및 7월호에 발표한

것이 최초이다.6) 켄뮤어는 ｢韓國書誌｣의 간략한 해제와 특히 서론(Introduction) 부
분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소개하고 있다.
｢The Korean Repository｣는 배재학당 부속의 삼문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국판
크기의 영문으로 간행된 월간 잡지이다. 이 잡지를 처음 발행한 사람은 1887년 12월
에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했던 올링거(F. Ohlinger) 부부로 1892년 1월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였다. ｢The Korean Repository｣는 1892년 12월호까지 발행한 후 올
링거의 귀국으로 휴간되었으며 1895년부터 아펜젤러(H.G. Appenzeller)와 헐버트
(H.B. Hulbert)에 의해 다시 속간되어 1898년 4월 통권 58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
고 그 후 기독교 영문 월간지 ｢The Korea Review｣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7)

역자인 켄뮤어는 1893년에 대영성서공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5년 대영성서공회
한국지부를 설립하고 초대 총무로 서울에 정착하여 한국의 성서 번역 사업에 큰 업

적을 남긴 사람이다.8) 켄뮤어에 의해 꾸랑의 ｢韓國書誌｣는 1896년 발간된 바로 다
음 해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니 상당히 이른 시기에 꾸랑의 저작이 한국에 알려

진 셈이다. 그 후 1901년 Jas. S. Gale이 ｢The Korea Review｣에 ｢韓國書誌｣ 서론의
내용중에서 중국 한자가 한국에 도입된 부분9)과 이두에 대한 부분10)을 영역해서 발

표하였다. 1912년에는 일본 학자인 아사미(淺見倫太朗)가 ｢韓國書誌｣의 서론을 ｢朝
6) A. H. Kenmure, CBibliographie cor“enneC, The Korean Repository. June(pp. 201-206),
July(pp. 258-266) , Seoul : The Trilingual Press, 1897.
7) 유영렬 ; 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서울 : 景仁文化社, 2004, p.3.
8) ibid., p. 30.
9) Jas. S. Gale, CThe Introduction of Chinese into Korea, Translated from the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enneC, The Korea Review. April, Seoul : The Methodist
House, 1901, pp.155-163.
10) Jas. S. Gale, CThe ni-t'uC, The Korea Review. July, Seoul : The Methodist House, 1901,
pp.2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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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藝文誌｣11)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했다. 이어 W. 메씨 로이드 여사가 역시｢한국

서지｣의 서론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여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제25권(1936년)에 게재했다.12)

로이드여사가 영역한 이 서론을 오쿠라(小倉親雄)가 영역에서 일본어로 중역해서

제1장을 1938년에 ｢讀書｣13) 에 게재하였으나 이 잡지가 폐간되어 1940년 9월호 부
터 잡지 ｢朝鮮｣14)에 C朝鮮書誌序論C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연재하였다.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

11) 淺見倫太朗, ｢朝鮮藝文誌｣. 京城 : 朝鮮總督府, 1912, 122p.
12) W. Massy Royds, C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enneC,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ⅩⅩⅤ Seoul : 1936, pp.1-99.
13) 小倉親雄, “朝鮮書誌序論”, ｢讀書｣. 第2卷第3號, 京城 : 朝鮮讀書聯盟, 1938, pp. 1-31.
14) 小倉親雄, “朝鮮書誌序論”, ｢朝鮮｣. 304號, 京城 : 朝鮮總督府, 1940, pp. 61-90.
이후 1941년 1월호(308호)부터 계속되어 8월호(315호, 完)까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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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2. 한국인에 의한 모리스 꾸랑 연구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모리스 꾸랑 연구는 8.15 해방 이후인 1946년에야 이루어졌

는데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인 金壽卿이 ｢한국서지｣의 서론 부분을 ｢朝鮮文化史序說｣
의 이름 아래 번역, 凡章閣에서 출판한 것이 최초이다. 이 책은 1947년 開拓社, 1995
년 범우사에서 다시 발간 됨으로서 서로 다른 출판사 세 곳에서 간행되는 기록을
남겼다.

2.1 단행본
가. 朝鮮文化史序說 / 모리스 쿠-랑 著 ; 金壽卿 譯. 서울 : 凡章閣, 1946, 191p.

목차 : 一. ｢朝鮮書誌｣의 誕生 二. 朝鮮의 圖書 三. 朝鮮의 文字 四. 朝鮮의 思想
五. 朝鮮의 學藝 六. 朝鮮의 文學-結論, ｢朝鮮書誌｣의 主要參考書目, 索引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모리스 꾸랑 연구로 ｢韓國書誌｣ 의 서론 (Introduction)과
주요참고도서목록(Liste des principales r“f“rences)을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여섯 장
으로 나누어 기술된 각 장마다 그 내용을 요약한 소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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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에 쓴 역자후기에 의하면 “｢朝鮮書誌｣의 卷頭를 粧飾하는 序論이 가장

精彩있는 朝鮮文化要論으로서 定評을 얻고 있은지 이미 오램… 公刊하는 ｢朝鮮文化

史序說｣은 최초의 조선어역으로서의 명예를 지니게 된 셈이나 역자가 이에 종사한
것은 京城大學 재학 당시 1939년의 가을의 일이었다…
譯稿에는 譯註도 用意하였었으나 衒學的이 될까 두려워 割愛하였으며 역자가 만

들어 본 ｢쿠-랑 著作年譜｣는 인쇄의 형편으로 적당한 기회까지 미루기로 하였다. 오
랫동안 筐底에 파묻혀 있던 手稿가 ｢朝鮮書誌｣간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햇빛
을 보게된 것은...”15)

이 글로 미루어 김수경은 당시에 이미 모리스 꾸랑의 저작연보도 작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朝鮮文化史序說｣이 최초의 한글 번역본임과 아울러 ｢韓國書誌｣간행 50주
년에 맞추어 발간하게 된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朝鮮文化史序說 / 모리스 쿠-랑 著 ; 金壽卿 譯. 서울 : 開拓社, 1947, 191p.
1946년 凡章閣 본의 재간행본임
다. 韓國의 書誌와 文化 / 모리스 쿠랑 著 ; 朴相圭 譯. 서울: 신구문화사, 1974(新
丘文庫 : 8)
목차 : 1. 韓國書誌의 誕生 2. 韓國의 圖書 3. 韓國의 文字 4. 韓國의 思想 5.
韓國의 學藝 6. 韓國의 文學, <韓國書誌>의 主要 參考書目, 附錄 : 韓國
書誌目錄, 索引
｢韓國書誌｣의 서론과 주요참고도서목록을 한글로 번역하고 부록으로 ｢韓國書誌｣
에서 기술한 3,821종의 서명을 수록했으며 여섯장으로 나뉜 서론의 각 장마다 소제
목을 붙였는데 C조선C을 C한국C으로만 바꾸었을 뿐 김수경의 번역본을 그대로 모방
했다.
라. 朝鮮書誌學序論 : 西洋人이 본 韓國文化 / 모리스 쿠랑 著 ; 丁奇洙 譯. 서울
: 探求堂, 1989, 202p. (探求新書 ; 9)
15) 金壽卿, ｢朝鮮文化史序說｣. 서울 : 凡章閣, 1946, pp.190-191.

도서관 Vol.61 No.2(2006년 12월)

73

목차 : Ⅰ. 한국의 책과 책점, 이 책의 생성과정, 자료의 출전(出典), 저술상의 어
려움 Ⅱ. 물질적인 책 : 한국의 종이, 인쇄물, 각종 도서 인쇄의 특징, 각
본(刻本), 활판본, 한국어 책, 수사본(手寫本), 판화(版畵) Ⅲ. 한국 책에서
사용된 언어와 문자 : 한국 책의 글자, 한자의 전래 Ⅳ. 한국 책에서 표현
된 사상 : 불교, 도교, 유교란 무엇인가? 유교, 도덕, 형이상학, 의식(儀式),
철학 Ⅴ. 한국 책에서 표현된 사상(Ⅱ) : 저명 학자들의 문집, 한국인의 문
장술, 산문, 운문 Ⅵ. 한국 책에서 표현된 사상(Ⅲ) ; 한국의 대중문학 -소
설, 노래, 한국어 번역, 기독교 서적 - 결론
주요 참고문헌 목록

부록 <한국서지> 해제(解題)의 보기 - ｢츈향젼｣과 ｢通文館志｣
｢한국서지｣의 서론과 주요참고도서목록을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 부록 부분에 동

책에 수록된 해제의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 츈향젼 (816번)｣과 ｢通文館志 (1694번)｣
의 해제를 번역해서 수록했다. 또한 여섯 장으로 나뉜 서론의 각 장마다 독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붙였는데 김수경본이나 박상규본에 비해 소제목 외에 내
용 요약을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마. 韓國書誌 : 修訂飜譯版 / 모리스 꾸랑 著 ; 李姬載 譯. 서울 : 一潮閣, 1994,
992p.
목차 : 序論, 主要參考圖書目錄, Ⅰ部 敎誨部, Ⅱ部 言語部, Ⅲ部 儒敎部, Ⅳ部 文
墨部, Ⅴ部 儀範部, Ⅵ部 史書部, Ⅶ部 技藝部, Ⅷ部 敎門部, Ⅸ部 交通部,
補遺(vol. 1-3까지의 보유), 補遺版, 追補, 索引
｢韓國書誌｣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으로 그 가치가 크며 현지 조사를 통해 원
본의 오류를 수정, 보완한 번역본이다.
바. 조선문화사서설 / 모리스 쿠랑 지음 ; 김수경 옮김. 서울 : 범우사, 1995, 171p.
1946년 凡章閣 본의 재간행본으로 내용을 현대의 표기법에 맞추어 기술했으며 모
리스 꾸랑의 간략한 연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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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文化史序說｣

< 凡章閣本 >

< 開拓社本 >

< 범우사本 >

｢韓國의 書誌와 文化｣

｢朝鮮書誌學序論｣

｢韓國書誌｣

2.2 석사학위논문
가.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enne)에 대한 書誌
學的 考察 / 趙胤修 著.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89, 119p. (이화여자대학교대
학원 198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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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緖論 Ⅱ. 編纂經緯 A. 모리스 꾸랑의 生涯와 著述 B.編纂經緯 Ⅲ. 編
成體制 및 內容分析 A.編成體制 B. 書誌的 記述法 1. 書名 2. 形態的 記
述 3. 所藏表示 4. 內容解題 Ⅳ. 韓國書誌의 收錄圖書 分析 A. 소장 처별
분석 B. 奎章閣 소장본의 분석 Ⅴ. 結論
100여년이 지난 오늘 날 한국서지 편찬 당시의 수록, 조사된 도서들에 대한 소장
분석 및 해제에 대한 수정이나 보유 등을 가해 정확한 해제목록을 제시하여 후일의
연구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연구와 실제 조사를 병행했다.
문헌 연구는 ｢韓國書誌｣ 를 중심으로 편찬경위, 분류체제 및 수록서의 내용, 서지
적 기술, 소장분석을 했고 실제 조사는 규장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전체
수록 도서 3,841종16)을 소장처별로 분석하여 규장각으로 소장처가 명기된 1,173종을

대상으로 1차로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과 대조를 통해 660종이 소장되었음을
확인한 후 1,173종 중 해제가 있는 547종과 660종을 대조해서 실사 가능한 자료 394
종을 선정, 조사결과 일치하는 자료가 243종임을 밝혀 냈다.
또한 ｢韓國書誌｣ 서지기술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전체 20%에 달하는 860여종이
전혀 해제가 되어있지 않으며, 고서 판별의 중요한 요소인 판식의 기술을 하지 않은
점과 권수보다 책수 중심의 기술을 하고 있는 점이 단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나. 19세기末 在韓 프랑스 외교관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에 대한 고찰 / 嚴淑瓊 著.
부산 : 慶星大學校, 1999, 80p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목차 : Ⅰ. 머리말, Ⅱ. 모리스 꾸랑의 生涯와 著述 1. 생애와 著述의 배경 2. 著
述 Ⅲ. 韓國書誌 1. 序論의 고찰 1) 韓國書誌 편찬의 동기, 과정 및 참고
자료 2) 韓國 圖書의 물리적 측면 3) 韓國의 文字 4) 韓國의 思想 5) 韓
國의 全學術 分野 6) 韓國의 大衆文學 2. 각 部門別 收錄圖書 目錄 3. 著
述의 歷史的 意義 Ⅳ. 맺음말

16) 3,821종의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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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랑의 생애와 저술의 배경이 된 저자의 시대인식을 살펴본 후 ｢韓國書誌｣ 서론
의 내용에 담겨진 한국학적 가치를 살펴보면서 나아가 저술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랑의 한국관계 논문 21편에 대한 간략해제와 ｢韓國書誌｣ 서론
을 각 장마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9部로 나누어 분류된 각 部門의 類門을 기술했다.
저술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韓國書誌｣의 역사적 의의, 한국관계 논문의 역사적 의
의, 연대기의 역사적 의의 및 꾸랑이 리용에서 행했던 강의의 역사적 의의로 나누어

고찰했는데 ｢韓國書誌｣가 19세기말까지의 한국 국가서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
히 서론은 한국의 서지와 도서문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주어진 단행본 분량으로
이 분야만을 취급한 최초의 연구이고 서양의 실증주의를 한국학에 접목시킴으로써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서술되었다는 점, ｢韓國書誌｣가 간행된 이후 한국의 지
명, 인명, 용어를 중국발음이 아닌 한국발음으로 표기하게 된 점 등에서 큰 역사적
인 의의가 있음을 기술했다.

2.3 일반 논문
가. 稀罕 木板本 이야기책(古代小說) 梗槪 및 反譯 :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 所揭
分 / 李能雨 著. 국어국문학, 第 39/ 40號, pp. 157-164, 서울, 국어국문학회, 1968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 文墨部, 傳說類에 수록된 한국 고대소설 가운데 국내

희귀본인 ｢김원젼(金圓傳)｣, ｢김홍젼(金紅傳)｣, ｢남졍팔난긔(南征八難記)｣, ｢삼셜긔(三

說記)｣, ｢양풍뎐(梁豊傳)｣, ｢장풍운젼(張風雲傳)｣, ｢장한졀효긔(張韓節孝記)｣, ｢징셰비
티록(懲世否泰錄)｣,｢황운젼(黃雲傳)｣등 9종의 해제를 한글로 번역 소개했다.

나. Maurice COURANT과 韓國書誌 / 李喆珪 著. 도협월보, 第11卷, 第1號('70년 1
월호), pp. 7-11
｢韓國書誌｣의 저술 및 출판 배경, 꾸랑의 한국관계 저작목록을 기술하고 ｢韓國書
誌｣에 수록된 주요참고도서목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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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enne / 姜周鎭 著. 韓國學第2輯, 永信 아
카데미 韓國學硏究所編, 1974, pp.14-18
｢韓國書誌｣에 대한 간략한 해제로 저술 배경 및 자료 가치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했다.
라.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eenne)와 모리스 꾸우랑(Maurice COURANT)에 對한
硏究 / 金基泰 著. 도서관, 第34卷 第4號, 1979, pp. 49-54
목차 : 一. 緖論 二. 韓國書誌와 모리스 꾸우랑 1. 모리스 꾸우랑 2. 韓國書誌
3. 直指心經과 韓國書誌 三. 價値 및 結論
모리스 꾸랑의 생애, 저술, 한국서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국서지에 수록된 직지
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내력을 고찰하고 한국서지의 가치를 검토했다.
마. 모리스 꾸랑과 韓國學 / 다니엘 부셰 著; 金晶淑 譯.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150-160
모리스 꾸랑의 생애와 한국관련 저술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했다.
바. 모리스 꾸랑과 뮈뗄 主敎 / 다니엘 부셰, (崔奭祐神父華甲紀念)한국교회사논총.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p.341-352
꾸랑의 말년까지 지속되었던 모리스 꾸랑과 당시 조선교 구장이던 뮈뗄(G. Mutel)

주교 사이의 서신 왕래를 통해 꾸랑이 ｢韓國書誌｣를 발간하게 되기까지 뮈뗄 주교
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검토했다.
사.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 (上,下) / D. 부셰 著 ; 全壽蓮 譯. 東方學志,
第 51輯(pp. 153-194), 第 52輯(pp. 83-12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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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Journal Asiatique｣에 발표한 논문 CUn d“fricheur m“connu des “tudes
extr“me-orientales : Maurice CourantC17) 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모리스 꾸랑
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개인의 전기이다.
아. 모리스 꾸랑과 韓國書誌에 관한 考察 / 李姬載 著. 淑明女大論文集, 第28輯,
1988, pp. 325-364
목차 : Ⅰ. 序論 Ⅱ. Maurice COURANT과 그의 著述 1. 生涯 2. 著述 Ⅲ. 韓國
書誌 1. 序論을 통한 韓國書誌學의 狀況 2. 各部門別 收錄圖書 및 主要圖
書의 內容과 特性 Ⅳ. 中韓日 圖書目錄 Ⅴ. 結論
모리스 꾸랑 및 그의 저술 그리고 ｢한국서지｣에 관한 초창기적 연구의 일부로서
일단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리스 꾸랑의 생애,
저술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관련 논문 21종 중 중요한 논문을 해제하였다. 또한

｢한국서지｣의 저술 배경, 수록된 도서 및 주요 도서의 내용, 1403년의 癸未字本을
한국 최초의 인쇄본으로 소개한 점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한국서지｣가 당시 국내외
의 한국 고서를 총망라하고자 하는 국가서지의 성격을 띤 저술이라고 기술했다.
자.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 중 <天主敎類> 硏究 / 金鳳姬 著. 書誌學硏究, 第5/6
合輯, 서지학회, 1990, pp. 87-125 (圓堂 沈隅俊敎授 停年紀念論文集)
목차 : 緖言 ?. 歷史的 背景 ?. 天主敎類 ?. 結言
꾸랑이 ｢한국서지｣에서 분류한 9部 36類 중 제8부 敎門部의 天主敎類에 수록된

110종(본권 105종, 보유5종)에 대해 각각의 형태서지와 내용해제를 고찰했다.
차.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韓國學 硏究 / 李姬載 著. (李載龍
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論叢, 서울: 동 간행위원회, 1990, pp. 957-981
목차 : 1. 序 2. M. Courant의 經歷 3. 韓國學 著述 4. 韓國書誌 5. 意義 및 評價
6. 結
17) Daniel Bouchez, Un d“fricheur m“connu des “tudes extr“me-orientales : Maurice Courant.
- Journal Asiatique.Tome CCLXXI, 1983, pp.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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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Koreanology 또는 Korean studies로 표현되는 한국학 분야에서 모리스 꾸
랑의 저술이 갖는 업적과 의의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랑의 생애 및 저술에서
부터 ｢한국서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한국관련 연구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 보았

다. 그 결과 꾸랑은 한국학 연구의 개척자로서 그의 ｢한국서지｣는 한국의 문화 전
반에 대해 서술한 단행본 분량의 서론과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서지학적
해설은 물론 문화사적인 논평까지 곁들인 한국본 3,821종을 수록한 방대한 자료로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학문적인 가치로 볼 때 한국학 분야의 최고의 성과라고 기술했다.

3. 분석
3.1 시대별 분석
1946년 김수경의 번역본부터 1999년 발표된 석사학위논문까지 총 18종에 대한 저
술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연대

단행본

1940년대

2(김수경 2종)

학위논문

일반논문

계
2

1950년대
1960년대

2

2

2

3

1970년대

1

1980년대

1

1

4(D.부셰 3종)

6

1990년대

2(김수경 1종)

1

2

5

계

6

2

10

18

이 표에 의하면, 1946년부터 1999년까지 54년간 총 18종의 모리스 꾸랑에 대한 연
구 성과가 있었으나 이 중 김수경의 번역본이 1947년, 1995년에 각각 재간행 되었으
므로 실질적으로는 15종의 저술이 발표되었으며 다니엘 부셰 교수 논문의 번역 논
문 3종을 제외한다면 한국인에 의한 모리스 꾸랑 연구는 13종에 불과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꾸랑에 대한 연구 논문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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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용별 분석
각각에 대한 내용별 분석 결과, 단행본 6종은 김수경이 번역한 저서가 1946년,
1947년, 1995년에 각각 재간행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4종이며, 이 중 1974년의

박상규 번역본과 1989년의 정기수 번역본은 모두 ｢韓國書誌｣의 서론 및 주요참고도
서목록에 대해 번역 출판한 김수경 번역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특히 박상규 번
역본은 여섯 장으로 나뉜 서론의 각 장의 소제목을 조선을 한국으로만 바꿨을 뿐
김수경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자료 중에서는 한국

인에 의한 최초의 저작인 김수경 번역본과 ｢韓國書誌｣의 최초의 완역본인 이희재
교수의 저작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석사학위논문 2종은 모두 ｢韓國書誌｣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엄숙경의 논문은 서

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韓國書誌｣의 역사적인 의의를 고찰한 반면 조윤

수는 ｢韓國書誌｣수록 자료 중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를 실사하고
분석했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논문은 10종 중 다니엘 부셰 교수의 논문을 번역 소개한 3종을 제외하면 실
질적으로 한국인의 저술은 7종인데 모든 논문이 공통적으로 모리스 꾸랑의 생애, 저

술활동, ｢韓國書誌｣에 대한 간략한 해제 및 내용 분석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Ⅲ. 맺음말
모리스 꾸랑의 저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그동안 알려져 왔던 1901년이나

1912년이 아닌 1897년으로 그의 대표작인 ｢韓國書誌｣가 완간된 바로 다음 해이다.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韓國書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소개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모리스 꾸랑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
국 수립 후인 1946년에야 이루어졌으며 김수경의 ｢朝鮮文化史序說｣이후 현재까지
60년간 발표된 저술은 실질적으로 13종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연구결과
가 전무하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모리스 꾸랑의 생애와 그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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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 ｢韓國書誌｣에 대한 연구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韓國書誌｣가 모리스 꾸랑의 대표적인 저서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관련 연구
자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자료이긴 하나 꾸랑의 한국관련 논문이 21종에 이르며
그 중에는 중요한 저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꾸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이제 겨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한국학 분야에서 모
리스 꾸랑의 저술이 갖는 의의나 중요성으로 볼 때 앞으로｢韓國書誌｣의 완역본 처

럼 꾸랑의 한국관계 저술 전체에 대한 국역 및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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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서비스의18)전문성 개발방안에 관한 모색:
어린이자료 선정문제를 중심으로1)
A study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hildren's
Services : With Focused on the Selection of Children's Book
이 연 옥(Yeon-Ok Le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어린이서비스란 무엇인가
1. 어린이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2. 어린이서비스의 목적과 의의
Ⅲ.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가
Ⅳ. 어린이서비스의 전문성 개발방안은 무엇인가-어린이자료 선정문제를 중심으로
Ⅴ. 나오며

<Abstract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of children's book. To begin with, to do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cept of children's service, the subject of this service and it's
purpose and meaning. Moreover, it will look into the role demanded to the
children's libraria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nd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task of book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이 글은 2006년도 11월 3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인 ‘아동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문학강좌’에서 “선정도구 개발을 통한 어
린이자료 선정의 효율화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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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by seeking the development method of recommended book list through
the librarians' cooperation.

Ⅰ. 들어가며
최근,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 어린이서비스의 전문성,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작 우
리 사회에서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청소년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다 현재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은 민간의 어린이도서관운영자나 운동가들로
부터 그 전문성에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공공연하게 듣고 있다.2) 이와 같은
상황은 담당사서가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그 본연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
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로 하여금 어린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민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사서는 어떠한 자질을 가
지고 있어야 하며, 도서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어린이서비스 담
당사서가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일어나게 한다.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 못한 현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은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계에서 전문 어린이사서를 양
성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
다. 이뿐 아니라 도서관현장에서도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지식과
2) 민간의 어린이도서관운영자나 운동가들은 어린이서비스담당사서가 어린이책에 있어서도, 어린
이에 있어서도, 어린이서비스에 있어서도 비전문가이기에 도서관은 사서가 아니어도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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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축적을 통한 업무개발로 이어져야 하나, 순환근무제로 인해 오랫동안 근무하
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적 전문성을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 담당은 주로 경력이 짧은 신참사서들
이 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그 업무가 과중하여 사서들이 기피하
는 업무 일순위로 간주되고 있는 공공도서관계의 공공연한 현실 또한 사서의 전문
성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현재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그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다양한 장애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
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전문 어린이사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때, 이제 문헌정보학계를 비롯한 도서관현장에서는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전문가
로서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
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에서는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전문가
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린이사서
양성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문헌정보
학계 및 도서관계가 당면한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현장에서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
록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담당사서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서비스 분야에 사서인력을 보다 확충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장의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 또한 사서들이 가진 현재적 경
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책과 어린이서비스에 있어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사서 개개인의 연구와 학습뿐 아니라 어린이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담당
사서들간의 협력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은 업
무적 어려움이나 성과를 비롯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관련업무를 개발하게 되고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협력활동은 특히 어린이자료선정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보다 요구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든 프랑스사회에서든 어린이사서가 그 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린이책과 자료에 대한 전문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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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이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사서가 주체가 되어 어린이자료의 선정업무와 관련
하여 그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글에
서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개발과 관련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 어린이서비스란 무엇인지, 즉 개념과 서비스
대상,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고, (2)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
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3) 현장사서의 협력에 의
한 권장도서목록 개발과 관련한 방법을 모색해봄으로써 자료선정업무와 관련한 사
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어린이서비스란 무엇인가
1. 어린이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어린이들은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
서관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은 학교가 수행하는 교과과정과 관련한 도
서관활동이 주를 이루는 학교교육기관이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 교육, 여
가,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교육기관이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어린이들
을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바로 어린이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평생 동안 학습하고, 책을 읽고,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적으로 지원한
다. 도서관자료와 도서관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독서의 즐거움과 지식과 정보를 발
견하는 기쁨과 흥분을 경험하며, 여가와 오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보적, 문화적,
교육적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된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생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를 유아서비스
라고 하고, 초중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어린이서비스, 중고생을 주된 대상
으로 하는 경우를 청소년서비스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유아서비스는 광의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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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포함되고, 청소년서비스는 어린이서비스와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러한 경우, 11세나 12세 정도까지를 어린이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그 이상을 청소
년서비스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서비스와 청소년서
비스의 대상연령에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3)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는 어린이 뿐 아니라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 어린이 및 어
린이 책이나 미디어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어른, 각종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시설
이나 기관의 사람들 등 어린이와 어린이자료에 관계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
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2. 어린이서비스의 목적과 의의
어린이서비스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1964년에 미도서관협회(ALA)가 중심이 되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의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어린이서비스의 본질로서 간주되고 있다.5)
① 폭넓고 다양하며, 쉽고 매력적인 장서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이를 이용하게 함
② 어린이들의 책과 자료선택을 지도하고 안내
③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도록 육성
④ 도서관자료이용을 통해 평생교육을 장려
⑤ 어린이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관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⑥ 어린이복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기관으로 봉사
이와 더불어 최근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2003년에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서
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6)
3) 堀川照代, 兒童サービス論(新訂版), 東京:日本圖書館協會, 2005, p.10.
4) 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3, p.6.
5) ALA, Standards for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196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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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도울 것
- 정보
- 리터러시교육(리터러시, 비주얼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 문화적 성장
- 독자로서의 성장
- 평생교육
- 창조성의 향상
② 어린이들이 모든 자료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③ 어린이들과 부모, 보호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
④ 가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 어린이들의 자유와 안전을 옹호
⑥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가진 유능한 인간이 되도록 격려
⑦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
현재 각 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가
장 기본으로 간주하며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서비스는 다
음과 같은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보다 많
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우선, 도서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훌륭한 독서교육의 장이 된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되
고, 감성이나 상상력을 기르게 된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책의 세계를 알고,
책읽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어린이들과 책을 연결함으로써 독서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도서관에서의 어린
이서비스의 핵심이자 의의라 할 수 있다.
둘째, 어린 시절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알고, 그 유용성과 가치를 체득하게 되면
성장해서도 공공도서관을 계속 이용하게 되며 도서관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
6) 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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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바로 도서관과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경험은 어린시절에 형성되며 이러
한 어린시절의 경험과 습관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기에 어린이서비스는 그 첫출발점
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공공도서관 이용은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최초의
경험인 경우가 많다.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내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공공의 책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익히게 될 것
이다.
넷째, 어린이의 이용을 시작으로, 그 주변의 어른들이 도서관을 이해하게 되어 이
용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공공도서관의 좋은 이해자, 지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보급과 진흥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린이서비스의 의의는 매우 크다.
다섯째, 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어린이들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수많은 책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찾고 그 책 속에서 자신이 원하
는 내용을 찾아 정보로 활용할 줄 알게 된다. 좋은 자료를 갖춘 도서관은 지적 호기
심으로 가득한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찾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부모의 존재여부, 부모의 사회문화적 지위나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
의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자료와 도서관활동을 통해 독서를 비롯한 교육적 권리와
놀이와 여가를 비롯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원 및 자료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어린이에게는 그들의 발달단계나 연령, 흥
미와 관심, 고민, 요구에 맞는 읽을거리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한 어
른들에게는 어린이에 관해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을 공급하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
어린이에 관한 자료의 집합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어린이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좋은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료를 고를 수 있게 하고 안내하는
어린이서비스활동은 좋은 어린이책출판의 자극과 고무로 연결되어 어린이책 출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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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가7)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는 적절하게 선택한 장서와 더불어
잘 훈련된 사서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서비스는 역사적으로 도서관봉사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이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어린이봉사를 책임지
는 사서에게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8)
일반적으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역
량과 나아가서 어린이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서비스 사서로서의 특수하고 전
문적인 역량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9)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사서로
서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IFLA,
미국,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먼저, IFLA는 어린이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요건으로 “열정, 커뮤니케이션능력,
업무협력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솔선수
범하며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봉
사와 프로그램을 계획 관리 평가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개발
하려는 의지” 등 일반 사서직이 가져야 할 능력과 덕목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특
히, 어린이라는 이용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아동심리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비롯
하여, 독서개발 및 독서교육의 원리,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이해하며, 어린이책과 미
디어에 대해 이해”10)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교육조건 및 개인적 자질을 중심으로 어
린이사서에 대한 자격요건을 1964년에 이미 밝혀 놓은 바 있다. 어린이사서가 되기

7)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인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35권 3호(2005. 9), pp.233-256.)를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8) 이와 관련하여 Arther Bostwick 은 1913년에 미도서관협회의 컨퍼런스에서 어린이서비스분
야가 사서직에서 우선적으로 전문화영역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그는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에게는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Virginia A. Walter, Children & Libraries: getting it right, ALA, 2001, p.4.)
9) Sheila G Ray, Children's librarianship, Lonodn: Clive bingley, 1979. p.31.
10) IFLA, Section of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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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도서관학교(library school)에서 일반적인 도서관학 과목뿐만 아니라 어린
이봉사와 관련된 전문화된 세부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도서관학교 졸업이후
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최소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어린이서비스 경험을 가져야 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를 좋아할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어린이봉사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
다.11)
이후 미도서관협회에서는 1999년에 협회산하 어린이서비스분과(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LSC)를 중심으로 어린이사서의 자격을 7가지 영역으
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① 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론, 어린이 및 부모, 어린이와 관계
된 성인들을 비롯한 이용자에 대한 지식
② 어린이서비스의 계획, 개발, 실행과 관련된 경영관리 능력
③ 도서관의 고객인 어린이, 부모 등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④ 어린이자료 및 출판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자료를 개발, 선정, 평가,
제적하는 장서개발기술과 능력
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
⑥ 어린이서비스의 필요성 주장 및 옹호활동을 비롯한 도서관서비스의 PR과 관련기
관과의 네트워크 능력
⑦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노력

일본의 경우, 일본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아동서비스론’13)에 따르면 어린이사서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처한 사회환경을 이해해야 하며, 어린이문학
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어린이교육 및 출판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어린이와 관련
된 미디어 정보에 능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어린이
의 독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린
11) ALA, Standards for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1964, p.17.
12)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ALSC), A division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petences for Librarians Serving Children in Public Libraries, 1999.
13) 堀川照代, 兒童サービス論(新訂版), 東京:日本圖書館協會, 2005,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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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독서에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웍을 만들고, 자원활동가의 양성과 활용, 어린이
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어린이사서가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어린이관련 자료
에 능통하고 ② 어린이자료의 수집, 조직, 관리, 평가를 이해하며 ③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 교육관계자 등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④ 플로워서비스(floor work), 참고봉사, 집회행사, 전시, PR 등의 활동에도
능통하여야 하며 ⑤ 어린이와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겸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사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자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조
직화하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동반되어 어린이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할 수 있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사서는 어린이와 커뮤니
케이션할 시 유의해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함으로써 담당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14)

① 미소
② 이름을 기억하기(“○○야, 이전의 책은 재미있었니?” 등과 같이 어린이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③ 듣기에 능숙하기(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말고, 어린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다.)
④ 공평하기 (자주 오는 어린이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어린이
에게도 특별히 마음을 쓴다.)
⑤ 관심을 보여 주기(“음, 재미있는 것을 조사했구나.” 등과 같이 어린이의 이야기를
멈추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말고, 함께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⑥ 장점을 인정해주기(“잘 읽는구나. 이렇게 긴 문장을.” 등과 같이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14) 이는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제9회 아동도서관인양성강좌(1989) 중「Reference활동」과
관련한 강의를 담당한 宍戶寬이 ｢어린이가 좋아하는 10가지 조항｣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
강좌에 참가한 伊藤明美가 다음의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伊藤明美, “子どもに好かれる十
カじょう”, みんなの図書館, No.154, 199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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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기
⑧ 사과하기(어린이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야단쳤을 경우는 바로 솔직하
게 사과한다)
⑨ 감사하기(어린이가 자료배가를 도와 줄 때 등)
⑩ 유머정신을 가지기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사서가 구비해야 할 능력과 자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국도서관기준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봉사>
- 공공도서관은 아동전담 사서를 배치하되 특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중학년
․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시

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작문드라마
․
․
․
미술음악인터넷활용
․
․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독서의 즐거
움을 느끼고, 지식과 상상력의 산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창의력과 사고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부모에게 도서관이용법, 자료이용법, 인터넷정보검색법 등
을 가르치고 독서지도와 독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시기를 감안하여 그들의 요구와
관심 및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
한다.

- 공공도서관은 청소년봉사에 적합한 인력과 자료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이나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봉사활동을 계획운영하여야
․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직원구
성, 개관시간, 시설, 자료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학교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야 한다.15)

15)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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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IFLA,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역
할과 관련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능력, 즉 ①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② 어린이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③ 어린이와 어린이자료를 매개하는 능력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에
대한 지식

③
어린이와
자료를
매개하는
기술과 방법

②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

①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지식 관련해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정, 어린이 심
리에 대한 이해, 어린이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독서능력의 발달과 독서흥미에
대한 이해, 어린이 흥미와 요구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장애인, 빈곤층 등 소외
계층 어린이의 요구, 부모, 보호자를 비롯한 어린이와 관련된 성인의 요구, 지역
사회의 어린이와 관련된 요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② 어린이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지식 관련해서는 어린이책, 오디오비디오자료, 웹
사이트, 전자자료 등을 비롯한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어린이책 출
판과 유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이자료의 선정, 개발하고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추천해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③ 어린이와 어린이자료를 매개하는 기술과 방법과
방법 관련해서는 독서지도, 독서상
담, 독서치료, 독서클럽, 책읽어주기, 스토리텔링, 북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어린이서비스의 기획･운영과 관련된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며, 어린이실 운
영과 관리, 지역사회 어린이관련 교육 및 문화기관 등과의 협력과 지원 등에 대
한 능력과 자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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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서비스의 전문성 개발 방안은 무엇인가
- 자료선정문제를 중심으로
앞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역할 및 자질과 관련해서 살펴본 바에도 나타났듯
이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차대한 역할은 어린이자료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이다. 어린이책, 오디오비디오자료, 웹사이트, 전자자료 등
각종 어린이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선정과 개발, 평가(서평능
력을 포함한)를 비롯한 추천활동 및 상담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는 어린이서비스 담
당사서들이 이행해야 할 주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어린이 주위
의 정보공해와 자료오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료를 고를
수 있게”16)함과 동시에 어린이책 출판과 관련해서는 좋은 어린이책의 출판을 자극
하고 고무함으로써 어린이책 출판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와 관련된 사서들의 역할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은 각종 어린이관련 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
들 자료를 기반으로 어린이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상
담과 조언을 수행해야 하나, 이와 같은 활동이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각종 사회기관 중심의
어린이책과 관련한 안내 및 추천활동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독서관
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언론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권장도서목록’이라는 이름
으로 간행되는 자료가 바로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17) 이들 기관은
16) 김효정,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논문집(인문과학편), 32집(1989), p.89.
17) 권장도서목록은 생산되는 기관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부기관에
서 생산되는 권장도서목록을 비롯하여 둘째,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관련 시민단체나 사회단
체에서 생산하는 권장도서목록, 셋째,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넷째, 출판사, 서점, 독서관
련영리단체와 같은 상업적 기관, 다섯째, 기타 개인 등이 개발한 권장도서목록 등으로 구분된
다. 현재 권장도서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추천도서,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청소년추천도서, 서울시교육청-독서지도자료, 경기도교육청-독서경시대회용
지정도서목록, 부산시교육청-초중고생을 위한 권장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이달의 청소년도
서, 한국출판인회의-이달의 책, 한국도서관협회-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 편), 독서치료
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 편), 어린이도서연구회-어린이권장도서목록, 책으로따
뜻한세상만드는교사-주제별권장도서목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학교도서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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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도서의 선정과 목록의 간행을 통해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에 대한 안내를 이행함
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책과 관련한 주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은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어린이 및 청소년
용 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안내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고, 좋은 책
에 대한 선정과 안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 또한 권장
도서목록을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 선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물론 도서관과 사서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권장도서목록도 존재한다. 최근 부산
남구도서관, 울산 남부도서관, 경남 창녕도서관이 개발 배포한 독서치료용 목록이나
한국도서관협회가 개발한 상황별독서목록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대구
동부도서관과 대구 학교도서관연구회가 공동 개발한 ‘현장교사와 동부도서관이 함께
엮은 추천도서’등의 시도가 있으나 권장도서를 비롯한 어린이 책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일상적 업무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18)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달의 책’의 ‘청소년아동란
․
’에 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 중에서 아동청소년용 도서가 선정되어 수록되기도 한다. 그
러나 이들 목록은 현재 사서들의 자료선택, 교사들의 자료선택, 학부모들의 자료선
택을 위한 안내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 도서관계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경우 도서관계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일상적이며 체계
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Books for Teen Age와 Children's Books를, 미국도서
관협회 산하 청소년서비스협의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에서는

과 서울지부모임-중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고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어린이도
서관연구소-아침독서용 추천도서, 중앙일보-좋은 책 100선, 동아일보-좋은 어린이책, 문화일
보-어린이 추천도서 90선(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
서관ㆍ정보학회지, 37권 2호(2006. 6), pp.50-53.)
18)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2003년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을 발간 배포하였으
며, 경남창녕도서관에서는 2002년 ‘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이라는 자료를, 부산 남구도서
관에서는 2004년부터 ‘마음 아픈 이들은 남구도서관으로 오세요’라는 자료를 개발 배포하였
다. 또한 대구 동부도서관은 2002년부터 학교교사들과 협력하여 권장도서를 개발하고 이를
집중 수집하여 학교별 순회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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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Books for Young Adults List를, 또한 어린이서비스협의회(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는 Notable Children's Books를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미도서관협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자료를 안
내하는 목록 뿐 아니라 그해 생산된 비디오나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각종 음반자료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이 중 우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목록
을 매년 개발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사서교사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가 발행하는 저널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책들이
일상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School Library Journal과 같은 정기간행물에서도
좋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자료와 그에 대한 서평이 사서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도서관계와 사서들의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어린이자료에 대한 전
문가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과 사서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안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권장도서목록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좋은 책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개발하
는 일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사서는 각종 기관에서 만들어놓은 권장도서목록에
의존하여 어린이자료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선택, 교사
들의 선택, 어린이들의 선택을 안내할 수 있는, 그리고 동료사서들의 선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책에 대
한 요구 및 반응과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에 대한 독서교육서비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서들이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한
다면 보다 유용한 선택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
회에서의 사서의 전문적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서관현장에서 각각의 사서가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어린이의 연령 및 발달단계나 심리적 특
성, 요구와 흥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에
게 추천 안내하는 활동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어린이용
책의 출판량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들어 어린이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어린이분야 출판량의 증가는 급격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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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2005년) 발행된 어린이도서만 해도 7,146종이나 된다. 이러한 어린이도서의 출
판량과 그 증가량을 고려해볼 때 출판되는 모든 책을 검토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한
좋은 책을 고른다는 것은 현재 사서가 처한 업무상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이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514개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 도서
관의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이 협력해서 어린이책을 읽어낸다면, 현실적으로 가능
한 일이 된다. 사실, 7,146종의 어린이책 중에서 전집을 빼면, 순수 단행본은 대략
3,800여종 정도 된다. 이 모든 신간을 다 읽어내려면 사서는 하루 평균 대략 10.4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 셈이다.19) 이를 전국 514개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
이 협력해서 읽어내고 권장도서목록과 같은 안내자료를 개발해낸다면 업무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자는 사서들의 협력활동에 기반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책에 대한 안내자료라 할 수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 방
법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서들의 협력에 의해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료선정업무와 관련하여 사서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서커뮤니
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하 책따세)과 어린이도서연구회
(이하 어도연)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책따세나 어도연의 자료선정(권장도
서목록)과 관련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많
아 보인다. 우리 사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사회에서 현재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 어도연을, 청소년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 책따
세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이 처음부터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에 대한 전문
가는 아니었다.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게 하고 싶다는 부모와 교사의
열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함께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과
정에서 좋은 책을 골라내는 감식안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협력활동에 기반한
경험의 축적이 이들로 하여금 지금의 전문가적 위치에 오르게 하였다고 본다.
19) 이는 휴일 평일 합쳐서 계산한 결과이다. 휴일을 뺀 업무일만을 고려하면 사서가 하루 평균
읽어야 할 권수는 이보다 좀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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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을 위한 사서커뮤니티는 자료선정 및 추
천과 관련한 사서들의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이의 설립이 시급하다. 초기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사서들이 어린이책과
관련한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보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것을 느꼈다. 이용자들인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이렇게 보더라.”와 같은 사서가 어린이 및 청소년 책을 읽은 개인적인 느낌이
나 생각,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관찰 및 체험,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이번 수서에서
선정하였는데, 내가 이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이러저러하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러저
러한 이유로 볼 때 다른 도서관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을 이러저러
한 아이들에게 추천했는데, 반응이 어떻더라.” 혹은 “이번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
이에게 적합한 책의 추천을 나에게 의뢰해왔는데 나는 이러저러한 책을 그 아이에
게 추천해주었다. 내가 그 책을 추천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이다.” 와 같이 사
서들의 업무적 경험을 글로 써서 사서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하
면 된다. 이후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된다면, 사서커뮤니티 자체가 훌륭한 선정정보
원이자 안내정보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장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사서커뮤니티가 없
다. 그러나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자료선정뿐 아니
라 사서들간의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마당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
다.20) 현재 사서들의 업무유형에 따른, 당면문제에 따른 정보공유와 토론을 위한 마
당에서 사서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축적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보다 누적되고 나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사서들이 협력하여 권장도
서목록과 같은 선정도구를 개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집단의 협력에 기반하여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할 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권장도서목록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도하에 전국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를 중심
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2006년 7월 첫 준비모임을 가졌고, 11월 9일 발기인총회
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조만간 전국어린이서비스담당사서협의회가 발족되어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사서들의 협력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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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도서목록 개발 과정 및 절차 >
① 기존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평가와 점검
⇩

② 권장도서 대상과 주제 정하기
⇩

③ 권장도서목록의 선정기준 정하기
⇩

④ 주제와 관련된 자료 모으기
⇩

⑤ 관련자료를 읽고 평가하여 걸러내는 작업하기
⇩

⑥ 선정된 자료에 대한 소개글 및 해제, 서평 만들기
⇩

⑦ 권장도서목록의 편집과 인쇄, 배포와 확산
⇩

⑧ 목록에 실린 자료에 대한 반응살피기, 보완 및 수정

1. 기존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평가와 점검
먼저, 기존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떠한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할 것인
지, 즉 권장도서목록의 개발방향과 기준을 가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권장도서목록이
자료선택을 위한 안내도구로 기능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권장도
서목록의 개발할 시 고려할 점을 비롯한 개발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장도서목록 선정기준, 읽을 독자에 대한 안내여부, 서평의 형식
과 내용, 배포방법, 발행주기 등 책선택을 위한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책
에 대한 안내자료로서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평가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서들은 좋은 권장도서목록은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
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은 향후 사서들이
개발할 권장도서목록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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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도서목록의 대상과 주제 정하기
다음 단계는 어떠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권장도서목
록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상에 있어서는 어린
이 및 청소년의 연령 및 학년, 수준과 흥미,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권장도서목
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장도서목록의 주제나 범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양서목록을 발행할 수도
있고, 특정기간 동안에 발행된 신간 어린이도서 및 청소년도서를 대상으로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발행시기와는 상관없이 역사, 전쟁, 여행, 과학, 사회적 이슈, 인물, 성,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분야별로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상황별 목록과 같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나
요구와 관심에 따라 권장도서를 선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서관협회가 발행한 상황별 목록이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 권장도서목록의 선정기준 정하기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주제나 이용대상이 결정되면, 이와 관련한 책을 선정할 기준
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또한 사서들간의 토론을 통해 해당 권장도서목록
의 개발과 관련한 선정원리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서들간에
합의된 선정기준은 이후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할 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또한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선정기준을 보다 체계화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대부분이 책의 내용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밝
히고 있으며, 그 또한 포괄적이며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22) 책의 내용적 부분
21) 권장도서목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37권 2호(2006. 6),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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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썼는가의 여부, 글
과 구성, 글의 표현, 삽화나 그림을 비롯한 편집과 책표지디자인, 인쇄 교열, 제본
상태 등 책의 구성과 표현, 형태적 부분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장도서목록의 생산과정과 절차를 비롯한 선정기준을 성문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의 질이 담보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신뢰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주제와 관련된 자료 모으기
주제와 대상이 정해지고, 그와 관련된 책의 선정기준이 정해지면, 그

주제와 관

련된 기존 발간 책을 찾아내고, 신간서적 또한 눈여겨보아 관련 책이 있으면 사서커
뮤니티 게시판에서 사서들끼리 공유하도록 한다.

5. 관련 자료를 읽고 평가하여 걸러내는 작업하기
관련 책자료가 모아지면 사서들이 각자 읽을 책을 정하고 읽은 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등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선정될 책이 결정되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앞서 정해진 선정기준에 준해서 책이 가지는 내용적, 형태적,
서지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당 도서의 가치를 평가한 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읽을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지, 수준에 적합한
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실제의 반응 결
과까지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껏 나왔던 대부분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들은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선정한 좋은 책을
던져주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잘 읽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
22) 위의 글, 5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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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할 수 있다. 대개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어린이 청소
년을 위한 권장도서를 선정하다보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들이 종종 초래되어 독서교육현장에서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23)
책을 읽을 독자를 비롯하여 수요자의 독서욕구와 흥미, 반응 및 독서경향을 살펴
보고 이를 선정에 반영하는 작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면서, 보다 유용한
도서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사서들은 현장에서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책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 둠으로써 해당자료의 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6. 선정된 자료에 대한 소개글 및 해제, 서평 만들기
최종 선정된 책이 결정되면 각 책에 대한 소개글 및 서평을 사서들이 분담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권장도서목록은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서 악서(惡書)를 거르는
유용한 체의 구실”24)을 하기에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책에 대한 비평
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권장도서목록에는 각 권장도서에 대한 서평을 수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서평은 책에 대한 안내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책 선
택을 위한 판단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개의
권장도서목록이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정도를 소개하고만 있고 서평이나 해제가
없이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책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는 권장도서목록이 책에 대한 안내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책 선택을 위한 판단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도서에 대
한 풍부한 설명과 더불어 추천 및 선정이유를 밝히는 등, 선정된 도서에 대한 해제
나 서평을 수록함으로써 책에 대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자료에 대한 소개, 해제 및 서평과 같은 안내자료를 만들 때에는
사서가 어린이책 평론가로서 전문적 서평을 한다는 입장보다는 각 책에 대한 이용
자의 반응을 비롯한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책에
23) 책따세와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도서목록은 수요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고려하고 있다. 이
들 목록은 다른 기관의 목록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 김호정, “권장도서목록 들여다 보기”, 중등우리교육, 1998. 1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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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적인 소개는 물론이거니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책을 읽은 사서 개
인의 느낌, 이용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반응을 비롯한 서비스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건이 된다면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
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령과 학년에 좋은지, 어떤 상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게 유용한지와 같은 독자에 대한 안내정보를 풍부히 하고, 책을 읽고 난 이후 활동
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책에 대해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보면 이후 사서라는 직업군의 서평양식과 체계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서평자료를 비롯한 선정된 책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 시에는 누가 작성했
는지 사서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어떤 도서관의, 사서인
누구가, 어떤 이유로 추천하는지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선정된 책에 대해 책임
을 지는 선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7. 권장도서목록의 편집과 인쇄, 배포와 확산
선정자료목록과 각 자료에 대한 서평이 모아지면 권장도서목록을 편집할 편집자
를 정하고, 편집자가 양식을 맞추고, 문장을 다듬고 권장도서목록이 생산될 수 있도
록 최종 점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는 권장도서목록의 구성과 형식을 통일하고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권장도서목록의 서지정보항목들을 모두 기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해야 한다. 각각의 서지사항은 개별도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이기에 모두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을 비롯하여 역
자명과 삽화가명, 출판일, 면수, ISBN, 가격 등의 서지사항은 개별도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기에 모두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권장도서목록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팜플렛이나 리플
렛 형태, 책자형 형태,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 매체의 유형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편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후 도서관, 학교, 어린이나 청소년, 학부모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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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권장도서목록을 배포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기관
을 통한 홍보작업을 하는 것도 권장도서목록의 확산과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된다.

8.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반응살피기와 이후 보완 및 수정하기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입맛과 체질
에 맞지 않는 책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권장도서목록의 간행 및 배포이후는 이용
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선정된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
사서들의 반응, 학부모들의 반응,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이들의 반응을 피드백
하여 권장도서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권장도서목록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사서가 주체가 되어 어린이자료의 선정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의
개발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이를 위해 특히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자료전
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서의 협력활동에 기반한 권장도서목
록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몇몇 어린이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는 도서관의 고객인 어린
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권장도서를 안내하고, 간단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활동이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의 주요한 업무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들의 일상은 너무도 바쁘
다. 자료대출과 반납,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행정적인 일까지 사서들의
일과는 너무 바쁘고, 노동강도 또한 매우 세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주말이면 어린이실은 이용자들로 넘쳐난다. 책반납과 대출업무만으로도 사서
들은 지쳐버린다.
이러한 상황의 사서들에게 좋은 책을 선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작업이 일
상화되어야하고 이러한 활동에서 사서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며, 사회로부터 전문성도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사실 필자가, 최근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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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담당사서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서가 좋은 책을 선정하여
안내하는 권장도서, 추천도서를 만드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일
부 사서들은 ‘행정일에, 대출반납에, 프로그램에 벅찬 사서들이 권장도서목록까지 만
들어야 하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는 우리 사회로부터 전문적 자질과 역량
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의 전문
성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업무에서 나오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업무
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나오는가? 대출반납업무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각종 프로그
램에서 나오는가? 필자는 어린이책에 대한 컨텐츠의 장악에서 사서들의 전문성이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좋은 어린이책
을 선정 추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어린서비스

를 기획운영하는
․
것은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적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활동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사
서가 어린이책에 대한 컨텐츠를 장악하게 되면, 대출반납에서도, 프로그램에서도 자
연스럽게 서비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서가 어린이책에 대한 컨텐츠를 장악하는
것은 전문화된 어린이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필자는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현장의 많은 사서들 또한 어린이책에 대한 사서의 역량을 높일 것을 주문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사서들은 개인별로 어린이책을 읽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도서관과 사서들은 어린이책을 읽고 이용자들에게 안내
하고,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한 활동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활동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의도와 희망에서 필자는 최근 한 사서의 어린이서비스 업무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초임사서의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업
무적인 노력과 활동을 생생하게 만나게 된다.

“인천북구도서관에서는 지난해 6-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매주 두 권의 책을 선정
해 읽어주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 매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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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책을 선정해 준비했다. 운 좋은 날은 네댓 권의 책을, 운 나쁜(?) 날은 열 권이
넘는 그림책을 읽었고, 그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골라냈다. 그와 더불어 매
달 십여 권의 책을 선정해 추천도서목록을 만든 다음 서평을 썼다. 그때부터 나의
동화책 읽기가 시작됐다. 서평을 준비하고 책을 고르면서 동화책 읽기의 좋은 점을
덤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동화책 읽기에는 긴 시간이 소비되지 않는다. 일반
도서의 경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길고 어려워 한 권 읽는 데도 오랜 시간
이 걸리지만, 동화책은 길어야 하루에 두세 권 읽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
다. 둘째, 동화책은 재미가 있다. 동화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유치하
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로알드 달, 미하엘 엔데, 존 버닝햄
등 수많은 동화작가의 세계를 읽다 보면 세상이 즐거워지고 시간도 후딱 지나가 버
린다. 셋째, 내용의 이해가 쉽고 교훈적이다. 물론 간혹 교훈적인 이야기에 치우쳐
재미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
곤 한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지만, 뒤돌아보면 짧은 경력과 능력으로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싶다. 간단하게 인천북구도서관의 아동실 추천도서목록 작성법을
소개하자면 가정의 달에는 가족에 관한 책,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그에 맞는 이야기,
때에 따라서는 장애우에 관한 책 등을 주제별로 추천도서를 선정했다. 아동실로 발
령이 나면서 ‘하루에 세 권의 아동도서읽기’를 계획했는데, 읽은 후에 유아･초･중･고

학년별로 나누어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짧은 서평 등으로 정리해두었다. 거
기에 읽기대상별(동생이 생긴 아이, 무서움이 많은 아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
등)로 나름대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방법은 주제별 추천도서를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실제로 목록작성시간을 빠르게 단축시켜 주었다. …중
략… 올해부터는 주제보다는 연령별로 그리고 되도록 신작 위주의 서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실 대부분의 사서들이 그렇듯이 인천북구도서관 역시 대출, 반납,
서가정리, 연체도서관리, 민원처리, 독서교실, 스토리텔링 등 업무에 휘둘려 서평이
나 추천도서목록 작성에 소홀해지기도 한다. 서평과 추천도서목록 마련에 정성을 들
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내걸
기 민망한 경우도 생긴다.…”25)
25) 원미정, “새내기 사서의 동화책 체험기-2년여의 동화책 읽기, 재미와 교훈 쏠쏠”, 도서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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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서관현장에서는 몇몇 도서관과 사서를 중심으로 직접 어린이책을 읽고,
추천도서를 만들고, 직접 서평을 하며 어린이 및 부모들에게 좋은 책을 안내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모든 어린이서비스 담당 사서들의 주요
한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별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인용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의 어린이실 인력과 업
무적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현실이다. 따
라서 사서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이와 같은 권장도서목록의 개발작업이 전개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협력활동은 사서집단
에 의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사서집단외 어린이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 정도 규모’26)의 집단은
우리사회 어디에도 없다. 사서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어린이책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
화된 서비스를 차곡차곡 이행한다면 사서가 우리 사회의 어린이 책과 관련한 전문
화집단으로서 그 위상을 가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본다.

Ⅴ. 나오며
지금까지 필자는 이 글에서 사서가 주체가 되어 어린이자료의 선정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의 개발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서비스란 무엇인
지, 개념과 서비스의 대상,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후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가 자
료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서의 협력활동에 기반한 권장도
서목록 개발방안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는 현재 우리 사회로부터 전문적 자질과 역량을 요
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는 어린이에 있어서, 어린이자료에 있어서, 어린이와 관
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10, pp.18-19.
26) 전국 공공도서관의 수 514개를 생각해보자. 어린이서비스담당사서가 1도서관 당 1명만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수가 514명이 된다. 여기다 학교도서관도 이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사서교사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어린이서비스와 관련된 종
사자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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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학계와 관계를 비롯한 도서관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환으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사
서들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서들이 처한
현재적 상황과 사서들이 현재 가진 지식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비롯한 실질적인 활동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장사서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활동은 커다란 의미
를 가진다. 각 사서들이 경험하는 업무적 어려움과 시행착오,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
어와 노하우나 성과를 혼자만의 경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관련업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서들의 업무능력은 배가될 수 있고, 현장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어린이자료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협력시스템을 확
보하는 것은 현장 사서진의 전문성 제고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권장도서목록 개발과 관련한 사서들의 협력작업은 상당
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협력이 사서의 일상적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린
이서비스 담당 사서들을 위한 업무커뮤니티가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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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0차 한일
․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ꡔ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ꡔ
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 조 연 설

도서관의 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정립
이 치 주✻1)

1. 서론
올해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10회 한ㆍ일 업무교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일본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동안의 한⋅일 업무교류는 세
미나 개최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도서관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도서관간 우의를 돈
독히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주제로

세미나에 참가하여 현안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올해 6월에 개관한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도서관현장에서 ｢전자정보

화시대의 정보서비스｣를 주제로 교류를 하게 되어 기대되는 바 크다.

도서관의 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정립
도서관은 기원전부터 인류가 남긴 전적문화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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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종이를 대신 할 수 있는 각종 디

지털 매체가 개발되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대중통신 수단의 발달로 정보를 신속⋅저렴하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
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문화에 디지털 문화가 도입되어 기록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문헌 등 책으로 기록된 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
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편목하는 자료의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으로도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달리하여야 하기에 그 동안 한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정보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정보화 환경조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9년 자동화 준비반을 조직하고 문헌정보처리기법을 표준
화하기 위하여 KORMARC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문헌 정보에 대한 DB와 그동안
의 전산화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정보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서관 전산망
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1989년 국가기간 5대 전산망 사업 중 하나인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에 도서관망 구축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었고, 1990년 지
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국도서관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
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보망을 구축하여 문헌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고 장소와 관계없이 정보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부여된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의 총괄”
이라는 법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단계 사업계획(1991년∼1997년)에 이어 2단계
사업계획(1998년∼2010년)을 수립하고 국내 495개 주요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망(KOLIS-NET:Korean Libr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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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Network)을 형성하여 문헌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도서관 정보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 개발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
히 도서관 정보화는 문헌정보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처
리기법의 표준화가 중요하여 문헌정보 전산화의 기본도구인 목록형식의 표준화 사
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처음으로는 단행본용 KORMARC 형식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받는

자료의 목록DB 구축에 활용하다가 ’91년부터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

서⋅전거통제⋅소장 정보용 포맷을 개발하고 KS로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도서관

958개관에서 목록정보 DB구축에 KORMARC를 사용하고 있다.
<표1. KORMARC 형식 이용 현황>
(단위 : 기관수)
구분

국내자료

국외자료

KORMARC USMARC 비적용 기타 계 KORMARC USMARC 비적용 기타 계

공공도서관

372

4

0

1

377

156

6

25

1

188

대학도서관

296

2

4

0

302

118

171

8

2

299

전문⋅특수
도서관

242

3

25

9

679

173

33

25

25

256

계

910

9

29

10 958

447

210

58

28

743

작년에는 그동안 작성해 오던 도서⋅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의 목록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을 KS로 제정하여 한국의 국
립중앙도서관에서도 통합서지 형식과 전거통제 형식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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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업무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도서관의 정보경쟁력 향상과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표준방식에 의해 업무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스템을 근간으로 전국도서관의 수서⋅정리⋅대출⋅검색⋅자료관리⋅각종 통계 등의
업무를 TOTAL SYSTEM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KOLAS : 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전산기기의 규모별로 개발하여 전국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
1991년부터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UNIX 또는 PC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패

키지(KOLAS)를 1991년에 개발한 이래 여러 차례의 기능을 보완⋅수정하여 전국 각

종도서관 4,031개관에 보급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는 Windows 환경의 공공도서
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을 개발하여 현재 420개 도서관에 배포하여 사용
하고 있다.
<표2. KOLAS 배포 현황>
* KOLAS

(2006. 4월 기준)
PC용

구분

Unix용

분담목록

계

94

657

단행본

연속간행물

단행본

연속간행물

공공도서관

337

99

87

40

전문도서관

1,920

45

229

15

2,209

대학도서관

412

55

92

24

583

대학교문헌정보학과

47

학교도서관

458

2

58

1

계

3,174

201

482

80

16

63
519
94

* KOLASⅡ

4,031

(2006. 4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34

65

13

32

42

11

23

23

5

14

35

40

39

10

20

14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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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표준화 및 국가자료 종합목록 DB구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4년도에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목록정보가 중핵시스
템이 되는 목록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고 1984년부터 납본되는 자료에 대한 목록DB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납본되는 자료의 목록정보를 이용하여 전국도서관에서 편목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서지정보 표준화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의 목록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현재 574만 책의 서지정보 268만 건을 구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이 구축한 서지정보를 근간으로 전국도서관 소장자료 DB를 구축하고자 국가자료종
합목록DB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전국도서관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자료종합목록DB구축을 위하여 1차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문헌정보를
국가DB화하고, 2차로 전국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
화 하였으며, 3차로 전국 공공도서관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 행정자료실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방식으로는 1종의 자료에 대하여는 1개의 서지레코드를 작
성하고 소장자료 내역을 소장정보에 기록하여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센터가 맡고 있고 구축한 DB를 공
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비스하
고 있다.
<표3. 국가자료 종합목록 참여도서관 및 구축 DB 건수>
공공도서관

참여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406개관

59개관

465개관

서지 DB 건수

소장 DB 건수

4,673,871건

17,895,248건

2004년부터는 신속하게 표준목록 및 목차DB를 구축하여 전국도서관과 서점, 출판
유통업계에 제공하고자 한국 출판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납본대행기
관으로 지정하고 1일단위로 납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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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록 및 목차DB 구축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목록 및 목차DB를 제공받아 DB
품질검사 및 표목, 전거통제를 수행하여 표준목록을 완성하고 인터넷으로 신착자료
의 목록과 목차DB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분야를 조사하여 주제전문
사서를 배치하고 해당주제의 자료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후에는 그 분야의 주제정보서비스, 외국도서선정, 인터넷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직원들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 목차 및 원문정보 DB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모든 자료를 납본
받아 후손에게 전달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한국에서 발행한 전체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각 서점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
하여 자료의 표지와 목차DB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어 자료 활
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1991년부터 PC통신을 통하여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1996년
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사이버공간에서 원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주요도서관 7개관이 참여한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식포탈(www.knowledge.
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통합검색을 실시하여 국가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책으로 간행된 자료이외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하고자 목차DB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003년 이전 소장자료 119만 건의 목차
DB를 구축하였다. 2004년부터는 납본되는 자료의 목록정보 DB구축 사업추진시 목
차DB와 표지DB도 함께 구축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목차DB와 표지DB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찾기 화면에서 검색결과를 표출해 줄때 해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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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표지DB를 현시하고 목차DB와 원문정보가 있으면 아이콘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표4. 국가자료 목차DB 구축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구분

구축책수

1945년이전(조선총독부)

98,000책

국내단행본

502,000책

서양서

119,000책

일본서

20,000책

연속간행물

459,000책

계

1,198,000책

비고

<표5.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 구축DB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기관명

구축 현황

∙주요단행본(발행 5년이전)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
∙한국고전백선
국립중앙
∙한글판 고전소설
도서관
∙문화관광부 발간자료
∙고서
∙학위논문 등
소계

국회
도서관

∙단행본
∙정부간행물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사회과학분야학술지
∙세미나자료
∙고서
소계

구축량
∙134,210책 42,188,723면
∙11,230책 3,450,572면
∙615책 92,450면
∙915책 88,554면
∙1,442책 534,121면
∙92,006책 13,822,347면
∙7,816책 1,475,273면 등
333,893책 93,702,151면
∙6,222책 1,800,458면
∙44,456책 14,482,838면
∙442,272책 37,458,813면
∙574,155건 12,801,546면
∙17,398건 1,170,724면
∙522책 75,560면
1,133,897책 69,582,873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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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법원
도서관

구축 현황

∙법률학술잡지
∙대법원판례(1948.～2004.10.1.)
∙헌법재판소결정(1989.～2004.7)
∙하급심 판례(1948.～ 2004.9)
소계

한국과학 ∙ 국내학술지/회의자료 논문기사
기술정보 ∙ 국가연구보고서
연구원 ∙ 국내석박사 학위논문
소계

구축량

∙42,549건 643,248면
∙1,683건 8,415면
∙683건 8,415면
∙7,952건 39,7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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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5건 813,145면

∙561,949건 5,610,000면
∙30,356건, 5,000,000면
∙28,992건, 2,900,000면

621,297건 13,510,000면
∙18,775권 1,768,920면 (Tiff)
2,148권 215,000면 (PDF)

한국과학
기술원 ∙ 학위논문
과학도서관
소계

20,923권 1,983,920면

한국교육
∙국내학회 및 대학발간 학술논문
∙760,000건 11,400,000면
학술
∙국내석박사 및 해외취득 박사학위논문 ∙260,000건 20,800,000면
정보원
소계

∙농진청 발간도서 및 농업고서
농촌진흥청
∙소속연구원 학위논문
농업과학
∙농진청발간 시험연구보고서
도서관
∙농업관련학회지
소계
총계

1,020,000건 32,200,000면

∙7,077권 1,673,305면
∙1,052권 122,840면
∙79,828건 1,262,114면
∙72,791건 378,363면

160,748권 3,436,622면
3,376,703권(건) 215,228,711면

◦ 전국도서관 전산기기 지원 및 디지털자료실 설치
도서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망에 연결되는 도서관마다 그 역할에 맞는 적정규
모의 전산기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공공도서관의 정
보망 형성을 위하여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에 1개의 지역센터를 지
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3년에는 제1차로 10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중 4개 지
역센터에 국산 전산기(TICOMⅡ)를 지원하였고, 1995년도 나머지 6개 지역센터에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본격화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전국공공도서
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1996년 삼성의 사회 환원기금을 이용하여 전국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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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관에 멀티미디어 램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를 이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348개 도서관에 디지털자
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을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중핵기관이 되게 하는 초석을 놓았다.

4. 국가서지의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은 세계를 지구촌이 되게 하였다. 통신의 혁명은 곧바로 나라의 경
계를 허물고 정보를 소유가 아닌 접근의 개념으로 변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도서관에서도 이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작은 범위에서 연합하여 회원제로 운영되
던 정보시스템이 지구촌을 단위로 운영하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류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여 국내도서관
에 제공하는 목록정보를 한국 자료를 소장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UNI-CODE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자료에 대한 목록을 사용할 때 필요한 목록정보의 로마나이징
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목록정보의 로마자 변환시스템
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변환하여 기존에 개발한 UNI-CODE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5. RFID를 이용한 도서관경영관리 시스템 도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84년부터 전산기기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자료의 목록정보
데이터를 중핵으로 하는 자체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해오고 있다.
1997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에 대한 목록정보 DB구축을 완료하

고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시스템으로 자료의 납본⋅자료조직⋅배가관리⋅검색⋅서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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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활용하여 도서관 경영을 혁신하고자 개가 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RFID
TAG을 부착하였다. 2004년에는 이용자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관심주제를 선택하여 해당분야 자료의 목록정보와 목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서고에 배가되어 폐가제
로 이용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을 이용자가 검색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서고에서 자료를 뽑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등록시 기록된 휴대전화번호 SMS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한
자료의 처리상황과 신청한 폐가제 자료의 이용가능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국립중앙
도서관에서는 9개의 주제별 자료실을 설치하고 출판된 지 3년 이내 자료 30만 책에
대하여는 개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철학은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자료와 이용자의 통계
를 누적하여 도서관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가제로 이용되는 자료
는 신청시 컴퓨터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용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이용자가 서가에서 자료를 뽑아 이용하기 때문에 여의치 못
하여 개가제로 이용되는 자료실에 자료실대출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개가서가에서
이용할 자료를 색출하고 열람좌석에 오기 전에 서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실대
출기에 열람자료와 이용카드를 올려놓고 인지한 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단기적으로 구입된 자료에 대한 이용평가와 이

용자료에 대한 개⋅폐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실 확장 및
신규 자료실 개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정기 및 일일 도서관

이용카드를 이용하여 도서관 입출입
․
및 대출신청, 비치도서신청에 활용하여 도서
관내에서 자료신청을 위한 양식의 기입을 폐지하고 on-line으로 자료를 신청하고 ID
카드를 활용하여 이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도서관 이용증은 정기와 일일 이용증을 제작하여 정기 이용증은 개인이 소지하고
일일 이용증은 도서관 등록시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도서관 입구에 설
치되어 있는 무인도서관 이용증발급기에서 이용증을 발급받고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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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요구의 증대와 디
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율성증대, 미디어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
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세계 주요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을 위하여 정부측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출하였다. 2001년 국
가적 차원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
처에서 한국경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립을 확정
하였다.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 앞마당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고품질 디지털 정보자원의 통합과 개방서비스 환경제공”이라
는 비젼 아래 국내외에 산재된 고품질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 정보자원 접근과 이
용자 참여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잘
융합하여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전략목표로는 다양한 유형의 NDL 장서의 통합관리 환경구축, NDL 장서에 대한
통합검색 포탈제공, 인포메이션 커먼스를 통한 정보공유 환경조성, 고품질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 각종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 혁신 수행
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9. 국립디지털도서관 사업내용>
구분
건립위치

시설규모

서고수장능력
사업기간
총사업비(전액국고)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
- 연면적 11,500평(지상3층/지하5층)
- 이용시설 : 종합영상음향실, 학술DB편집실,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전자출판물 이용공간 등
- 서고시설 :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항온항습실, 자료인수실 등
- 업무시설 : 컨텐츠기획개발, 온라인자료수집, 주제DB정리,
프로그램운영, 이용보존, 비도서자료 수세실 등
-기타시설 :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
1,200만책
2002년∼2008년(7년간)
1,208억원(토목건축공사비 980억원, IT 180억원, 감리비 등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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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중앙도서관 2010
도서관은 유사 이래 인류의 사회문화적 장치로 존재⋅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정체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이 인류의 지적⋅정신적 기록문화를

수립⋅제공⋅보존⋅전수하는 구심체 내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에 한 나라를 대표하
는 국가도서관일 경우에는 다른 모든 도서관이 추구해야하는 가치와 당위를 포함하
되, 좀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체성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체의 정보자료와 지적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지식

보고로서의 위상, 자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상대적 격
차를 해소하는 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 책무, 국내에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국가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
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국민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예비
하는 타임캡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도서관은 고유한 존재가치와
위상, 사회적 역할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지향적 계획과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갈무
리하고 핵심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작년 중장기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
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수집자료 및 제공서비스의 하이브리드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
의 강화와 평등화, 대중밀착형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생활화, 국가의 문화발전 및 경
제성장의 동력화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비전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각각의 목표에는 4가지의 핵심가치를 투영시켰다.
이른바 4P로 지칭하는 핵심가치는 국가 지식정보의 자존심(National Pride), 정보
유통과 제공서비스(Information Provision), 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외연 확장과 국제적 관문 역할(Global Portal)이다.
상술한 4대 핵심가치의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결합하여 구체화한 중장기비전이 추
구해야할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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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Pride and Repository of Korean Knowledge Heritages)
-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센터
(Distribution and Provision Center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Library Policy and Research Hub)
-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창구

(Global Portal & Gatewa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8. 결론
정보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에서 국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얻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은 한국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이 전국도서관을 방문하여서나 사이버공간에서 도서
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한나라의 지적자산인 자료의 첫마디를 책임지고 있는 출판
사와 지적자산의 집합체인 도서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전국 각종도서관은
물론이고 출판유통기관, 서점까지 활용하여 목록정보의 표준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
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하는 정보사회, 지식기반 경제, 디지털 유토
피아는 지식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과 공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
이 국제 조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사회, 문화국가, 디지털
유토피아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의 유용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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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정책개발과 계도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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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
디지털참고봉사에서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로
김 수 정✻2)

1.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급증하는 디지털자원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면대 면
참고봉사서비스의 눈에 띄는 감소와 이용자의 정보탐색 능력의 발달은 보다 세분화
되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사이버공간에서의 참고봉사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참고봉사는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개관시간에 관계없
이 이용자가직접 참고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리적 접근과 시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디지털참고봉사는 미래
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관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심적 위치에 와 있다.1)
국립중앙도서관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디지털시대의 이용자의 요구에 걸맞는 새
로운 참고봉사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는 협력참고봉사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참고봉사의 배경과 현황, 향후 협력형 참고
봉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계획을 설명하고자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사서주사보
1) D. R. Lankes et al.. Digital Reference Service in the New Millenium. New Yor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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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참고봉사
1) 디지털참고봉사 추진 배경
2004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은 직제를 열람봉사과에서 주제정보과로 개편하고 주

제전문사서제운영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
참고봉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당
시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에 많은 위기와 변화의 과제를 가져다 주었다. 참고봉
사에 있어 자료검색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가 줄어 들었으며 이미 검색한 자료에 대
한 위치정보 등의 단순질의가 점점 참고봉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용
자의 자료이용 형태의 변화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제공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변
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2004년 11월 출발 한 주제정보과에서는 특히 홈페이지상에서
의 참고봉사에 좀더 중점을 두고 2005년 디지털참고봉사 사이트 “사서에게 물어보
세요”를 운영하게 되었다. 실제 홈페이지상의 이용자는 접속횟수가 2003년 1,563,804
건, 2004년 1,657,868건, 2005년 1,780,309건으로 매년 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
게 증가하는 웹 상의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현재 운영중인 디지털참고봉사에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현재 새
로운 협력모델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건)

국립중앙도서관 년간 홈페이지 접속횟수
1,780,309

1,800,000
1,750,000
1,700,000
1,657,868
1,650,000
1,600,000

1,563,804

1,550,000
1,500,000
1,450,000
2003

2004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년간 홈페이지 접속회수

2005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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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참고봉사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2005년 시작된 디지털참고봉사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정보과가 출범하면서 주제별 세분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이용
자가 질문을 함에 있어 주제별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용자가 우선 자신이 질
문할 내용의 주제를 선택하여 질문하면 해당 주제자료실의 사서가 질문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전체 주제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문학
․
, 문

헌정보학, 참고상담 및 이용안내, 학위논문, 고서족보로
․
나누어 이용자의 질의를
접수하고 있다.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사이트 (이용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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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사이트 (업무용)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디지털참고봉사 서비스는 2005년 디지털참고봉사 전담인력
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제정보과 각 주제자료실에서 전 주제를 전담케하여
주제자료실 사서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다가 왔다. 또한 도서관 직제 구성이 자
료성격에 따라 비도서자료는 정보화 담당관실, 정부간행물과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
는 정책자료과로 나누어져 있고, 오프라인, 즉 방문이용자에게는 해당과 자료실의
주제사서가 참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참고서비스를 한 과의 주제사서
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업무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홍보를 강화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사서에게 물어보기”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적 협력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인력적 보완
과 자원의 공유를 통한 참고봉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외적 협력의 필요성
이 절실해졌고 디지털참고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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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1)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를 위한 첫걸음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6년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작업과 그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협력
형 디지털참고봉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구축사례에 대
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주제자료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었
다. 각종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간의 디지털 참고봉
사 협력사이트 사례를 보면서, 참여하는 단위 협력기관의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벤치마
킹할 만한 참고봉사 협력 모델을 찾고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했다.

2) 국외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사례 조사 개요
연구팀에서는 총 15개국 83개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조사한 후 7개국 17개
주요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 중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국가단위의 참고봉사 협력을 이끈 유럽사례들과 주 단위의 활발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사례, 외부주제전문가와의 협력을 이끈 사례, 일본의
참고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정보공유 사례 등이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최근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의 흐름 또한 파악 할 수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점차적으로 이
메일을 중심으로 한 웹폼 형식의 디지털참고봉사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서
비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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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1

노르웨이

2

뉴질랜드

3

참고서비스명

131

이메일

채팅

SMS

Biblioteksvar(Ask the Library)

○

○

○

AnyQuestions

○

○

덴마크

Biblioteksvagten

○

○

4

미국

Ask A Librarian

○

○

5

미국

Ask A Librarian

○

○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

○

7

미국

ASK!

○

○

8

미국

Ask?Away

○

○

9

미국

KANAnswer

○

○

10

미국

Live Librarian

○

○

11

미국

LiveHelp, (Ask Now)

○

○

12

미국

L-net

○

○

13

미국

Massanswers

○

○

14

미국

Q & A Live

○

○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

17

호주

Ask Now

○

○

계

17

15

1

평균

100%

88%

6%

주요 참고서비스 방법
100%
88%

6%

이메일

채팅

S M S

<그림 4> 참고봉사 방법 조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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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중 조사한 17개 사이트 중 15개 기관(88%)이 실시간 협력형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실시간 참고봉사는 인력과 예산, 홍보, 사서들의 훈련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특히 사서가 계속 실시간 참고봉사 터미널을 지
키고 있어야 하므로, 훈련된 사서로 이루어진 인적 자원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다
음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은 주제관련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주제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참고봉사를 하려는 시도들이 이
루어졌다는 점이며 우리가 조사한 17개 사이트 중 6개 사이트(35%)가 외부 전문기
관 또는 주제전문가와 협력을 하고 있었다.

번호

국가

참고서비스명

1

노르웨이 Biblioteksvar(Ask the Library)

2

뉴질랜드 AnyQuestions

내용

비고

사서, 관련학회,
주제전문가
사서

3

덴마크

Biblioteksvagten

사서, 주제전문가

4

미국

Ask A Librarian

사서, 주제전문가,
계약사서

5

미국

Ask A Librarian, Chat with a ibrarian

6

미국

Ask A Librarian, (Ask us now)

사서, 주제전문가

7

미국

ASK!

사서, 주제전문가

8

미국

Ask?Away

사서

9

미국

KANAnswer

사서

10

미국

Live Librarian

사서

11

미국

LiveHelp, (Ask Now)

사서

12

미국

L-net

사서

13

미국

massanswers

사서

14

미국

Q & A Live

사서

15

캐나다

Virtual Reference Canada

16

핀란드

ASK A Librarian

사서

17

호주

AskNow

사서

사서

도서관, 박물관 등의
회원기관

<그림 5> 참고봉사 방법 조사 내역

다수의 주제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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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디지털 참고봉사의 흐름은 이용자에게 조금 더 빠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하여 협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을 참고로 우리는 한국 실정에 맞는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네트워크 체제를 찾고자 했다. 한편 2005년 패스파인더 연구
팀이 구성되어 패스파인더에 대한 국외 사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정보봉사실
에서구축한 패스파인더 데이터에 대한 활용방안 및 이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3) 우리 실정에 맞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계획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 학계 교
수 등 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2006년 4
월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직원 및 공공도서관 사서, 학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C협
력형 디지털참고봉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 워크샵C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협력
형 디지털참고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차 워크샵을 통해 제
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네트워크 구축의 주요 대상을 공공도
서관으로정하여 협력의 범위를 1차적으로 한정하였다. 다시 2006년 7월 전국 16개
지역대표관 참고봉사 또는 협력 담당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2차 워크샵을 추진하였
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에 대한 교육과 각 지역 단위도서관 사
정 및 협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도
서관 협력망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
로 하고 16개 시도에 지역대표관 각1관을 두며, 그 아래에 지방대표관 33개관을 두
게 되어있다. 그 아래에 다시 단위도서관이 배치되어 전체 공공도서관 조직이 국립
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연결되게 되어있다.2)

2) 김세훈, 도서관협력의 방향과 과제, 200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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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공도서관 협력망
2차 워크샵에서 16개 대표관 참석자들은 협력형 참고봉사가 도서관 서비스의 질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최근 각 도서관 마다 외부 환경적 영향
으로 참고봉사가 위축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각 지역마다 대표
도서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단위 도서관 간에 협력의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 그리고 단위 도서관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협력활동 활성화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워크샵 참석자들은 이 날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1, 2차 워크샵 결과 단위 도서관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위 도서관 참고봉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결과제로 대두 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 작업을 계
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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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
도서관 설문조사 실시
16개 대표관 1, 2차 워크샵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위
도서관 참고봉사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작업을 2006년 8월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
이다. 이 실태 조사에서는 단위도서관의 참고봉사 환경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조
사하고 있다. 첫째 참고봉사와 관련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사, 둘째 제공 정보자
원 및 단위 도서관 이용자 조사, 셋째 지역 단위의 협력상황 조사, 넷째 디지털 참
고봉사를 위한 IT제반 환경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2005년 12월 도서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51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진행 기간은 35일이다.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설문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답하게 된다.

5) 향후 추진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구체적인 협력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향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연구용역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협력의 모형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협력형 참고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공유자원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전략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 기
본계획을 2006년 완성하고, 향후 실제 시스템구축과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참고봉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시스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 정책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4.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시스템 구축은 최근 이용
자의 정보 탐색 성향에 따라 정보의 중계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협력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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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서관이 소중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함이다. 서비스의 수혜가 최종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위 도서
관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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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최근 1년, 국립국회도서관의 경향
야마다 토시유키✻3)

１ 서론
우리 도서관은 2002년 관서(関西)관 개관과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전면 개관, 전
자 도서관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시, 2004년 10월 동경본관의 신장(新装)개관에 따른

개관일⋅개관시간의 확대, 인터넷을 이용한 복사 신청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확

대해 왔다. 아울러 동경본관⋅관서관⋅국제어린이 도서관 3관 체제하에서 일체적인

업무⋅서비스를 실현하는 ｢전자도서관 기반시스템｣ 개발과 조직 기구와 업무의 재
편도 완수하였다
2004년에는 우리 도서관(이하 '당관(当館))의 일련의 업무개혁이 대략 완료되었기

에 앞으로 당관이 이뤄야 할 사명⋅역할 및 장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를 거쳐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를 책정했다. 또한 비전에 명시
한 우리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그 해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업무교류에서 소개했던 2004년 도입된 활동 평가는 올해 목표설정→실적→
평가와 같은 주기를 2회 반복하고 3번째 주기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활동 평가제도는 2001년 1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활동⋅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동시에 그 활동⋅사업의 내용에 관한 국가 기
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당관의 일련의 업무개혁 결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경유
등 원격복사 서비스의 신청 수가 2002년보다 약 3배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 서비스 만족도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주제정보부 정치사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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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이용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우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도 전
보다 당관을 이용하러 오는 이용자에게 ｢무척 편리해졌다｣라는 말을 듣는 일이 많
아졌다. 당관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평가가 정착 되어지고 있는 시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우리 도서관의 독자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최근 1년간
국가 기관으로서의 우리 도서관을 둘러싼 정세는 설립이래 가장 힘겹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 재정이 점점 더 핍박 받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직원 수 삭감을 의무
적으로 감행하게 되었다.

2. 최근 1년간의 주된 움직임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04｣는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를 지향할 영역으로서 4가

지의 중점영역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

｢정보자원에의 접근의 향상｣ ｢협력사업의 추진｣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4가지 영역

모두 1년간의 성과가 높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진척｣과 ｢정보자원에의 접속의 향상｣ 가운데 레퍼런스 서비스와 관계 있는 사업의
진전에 관해 보고하려 한다.

2-1 전자 도서관 사업의 확충
작년 업무교류에서도 소개한 바 있으나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4년 2월에 ｢전자도

서관 중기(中期)계획 2004｣를 책정하여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1) 소장 도서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정보자원의 수집에 의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2)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별 정보자원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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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 스톱으로 입수할 수 있는 창구인 디지털 아
카이브 포탈 기능의 구축 등이 있다. 최근 1년간의 주요한 움직임을 소개하
겠다.

(1) NDL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설계⋅구축

2005년도부터 ｢전자도서관 중기계획 2004｣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Digital deposit,

WARP, 근대 디지털 도서관 등 각 시스템을 통합한 다음과 같은 구성의 NDL 디지
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도서관 관련의 일련의 서
비스⋅시스템은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移行)하여 2009년도부터 그 운용을 개시
할 예정이다. 근대 디지털 도서관 등 현행 디지털 컨텐츠의 수집⋅제공 시스템은

Digital deposit system으로 이행하고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취급하는 방대한 전자
컨텐츠는 ｢전자서고｣에 안정적으로 격납(格納)하여 ｢보존 시스템｣에서 전자정보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시스템의 구성 >
NDL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Digital
Deposit
System

근대디지털
라이브러리
등

WARP

⇕

…

Application 단계
｝보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보존시스템

보존 시스템 단계

전자서고

storage 단계

⇕

(2) 근대 디지털 도서관의 확충
근대 디지털도서관은 1868∼1912년 (이하 C메이지 시대C)에 간행된 우리 도서관 소
장의 도서를 화상 파일로 전자화하여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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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관 소장 도서 디지털화 사업은 2002년 10월 관서관 개관을 계기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을 대상으로 제공을 시작하였고 그 후 저작권 처리를 종료한
것부터 순차 추가하고 있다.
2006년 4월, 이와 같은 저작권 처리를 종료한 약 50,300 타이틀 (약 66,500권)이
새롭게 근대 디지털 도서관에 추가 공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약 89,500 타이틀 (약
126,500권)이 공개되어 당관 소장의 메이지 시대 간행도서의 84%를 인터넷에서 전
자 화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것은 생몰년(生没年) 불명인 외국인 저작,
저작자가 11명 이상인 저작, 저작자의 이름이 판독 불능인 저작 등 총 약 16,500 타
이틀 정도이다.
당관의 메이지 시대 간행 도서는 이제껏 마이크로 필름 세트로 값비싸게 판매 되
어져 국내외 극소수의 도서관만이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
만 되면 세계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 일본 연구자를 기
쁘게 해 줄 유용한 것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이용
화상 코마 (1코마는 책의 펼쳐진 면 2페이지를 뜻한다.) 건 수는 3,226,347건, 1일 평
균 9,666건이다.
2006년부터는 1912∼1926년 (대정기 (大正期)) 에 간행된 도서 9만 권의 전자화를
4년 계획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3) Digital Deposit 사업의 설계⋅개발
지금까지 종이를 매체로 출판되었던 저작물이 전자화 되어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
되게 되자 상황에 따라서는 종이 매체로 작성되지 않고 해당 저작물 네트워크 상에
만 존재하게 (Bone Digital) 되었다. Digital Deposit 사업은 이와 같은 실태에 대처
하여 출판물의 망라적인 수집이라는 당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들 Net상의 저
작물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집 후 저작물에의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
이나, 전자 저널과 같이 이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관리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심
층 웹에 두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사이트 단위의 수집 웹 아

카이브 사업과는 별개로 저작단위의 수집을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계획⋅개발에 착
수하여 2008년 이후에는 NDL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본격 가동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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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아카이브 사업

웹⋅아카이브 사업은 ｢국가의 기억｣으로 인터넷의 정보를 보존⋅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자원의 선택적 축적 실험사업(WARP)은 당
관이 선정한 웹 정보에 관해 저작권자와의 허락 계약에 의거하여 수집, 보존, 제공
하고 있다. WARP는 2006년 3월말까지 누계 전자잡지 1,490 타이틀 (개체 수 5,386
건, 약 330만 파일, 약 0.4 테라바이트(Terabyte)), 웹 사이트 1,898 타이틀 (개체 수
7,008건, 약 4,400만 파일, 약 2.7 테라바이트), 합계3,388타이틀 (개체 수 12,394건,
약 4,750만 파일, 약 3.1 테라바이트)를 수집했다. 2006년 7월에는 지금까지의 실험사
업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검토대상이 수집 컨텐츠의 메타 데이터에
한정되던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내용 본문의 검색도 가능한 전문 검색 기능을 실
장(実装)했다.

또한 일본국, 지방 공공 단체, 독립행정법인, 대학⋅연구기관 등, go，lg，ac，ed，

or로 구분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로봇에 의해 포괄적으로 수집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국립국회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하려고 한다.

(5) 디지털 아카이브 포탈 실험 시스템
인터넷 상의 여러 정보제공자⋅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컨텐츠를 원 스톱으로
입수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2004년 5월부터 관내 인트라넷에서 공개실
험을 시작했다. 최근 1년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제휴대상을 확대하고 당관의 NDLOPAC, 플랑게 문고 잡지⋅신문목록, 귀중서 화상 데이터베이스, 근대 디지털 도서

관, 청공(青空)문고, 디지털 강산(岡山)대백과, 신 도서 Map 등도 검색대상에 추가하
였다.
이 실험 시스템의 개발로 얻은 지식은 본격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에 반영된다.
또 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공통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그 적
용을 본받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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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퍼런스 서비스의 새로운 전개
올해의 테마가 ｢전자정보화 시대의 레퍼런스 서비스｣이므로 당관에서의 레퍼런스
서비스의 전개에 관해 약간 언급하려고 한다.

(1) 주제 정보의 발신
당관에서의 레퍼런스 업무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변화를 강요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목록 카드나 관내 OPAC 시대에는 이용자는 당관에 일부러 오지
않으면 도서관 소장자료의 유무를 알 수 없었다. 특히 목록 카드는 반드시 일반 이
용자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시대에는 전문적인 사실조사도 있었
으나, 수량으로서의 소장조사가 레퍼런스의 중심으로 주제나 테마에 의한 소장도서
의 서지를 만드는 것이 참고사서의 주된 일이었다. 레퍼런스용으로 사용 되어질 법
한 자료의 목록 카드가 이 시대의 주된 레퍼런스 툴(tool)이었다.
이와 같던 것이 NDL-OPAC 도입 후에 크게 변화하였다. 이용자는 어디에서건 당
관의 소장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소장조사에 관해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터넷 정보가 레퍼런스 툴이
됨에 따라 도서관측은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툴을 작성하여 정
보 발신을 하거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전자화하여
소개하는 전자적 전시회를 넷 상에 개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정보 컨텐츠
작성과 전자전시회의 컨텐츠의 작성이 참고사서의 주된 일로 간주 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최근 1,2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도서관 정치사료과
는 일본의 근대 정치가, 관료, 군인 등의 서간(書簡), 일기, 초고와 같은 개인문고
(Private Papers)와 미국 국립공문서관(NARA) 등에서 수집한 일본의 1945-1952년
점령기 관계의 공문서의 마이크로 필름 등을 보관, 제공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 안
에서 유일하게 Manuscript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이다. 伊藤博文관계문서,
井上馨관계문서, 寺内正毅관계문서, 斎藤実관계문서와 같은 한국과 관계된 문서를

소장⋅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하러 오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이들 문서 목록은 NDL-OPAC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관 외에서는 검색할 수 없
다. 현재, 아카이브 사료기술의 국제표준에 따라 문서의 내용소개와 상세목록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 봄에는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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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되면 이들 자료의 이용이 매우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자료군의 소개
와 목록의 작성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참고사서 없이는 할 수 없다.
당관의 서비스 중에서도 이러한 주제에 관한 정보의 발신이 차지하는 역할은 앞
으로 더욱 더 커져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참고사서의 육성이 더불어 중
요시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2)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 베이스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 베이스 사업은 전국의 도서관이 협력하여 레퍼런스 사례
등을 축적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에서의 레퍼런스 업무와 일반 이용자
의 조사연구활동의 쌍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제 정보의 발신과 같
은 새로운 형태의 레퍼런스 서비스인 것이다. 2002년 6월부터 사업의 실시계획 책정
에 착수, 2004년 4월부터 사업에 참가하는 도서관에 대해 데이터 공개를 실험적으로
개시, 2005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05년 12월부터는 국립국회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6년 6월에는 공개된 축
적 레퍼런스 사례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3) 플랑게 문고도서의 수집사업
당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일본관계 컬렉션의 수집도 레퍼런스의 전문 자료군을 주
관하는 주제정보부에서 행하고 있다.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
SCAP)의 점령 하에 있었다. 점령기의 전반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GHQ/SCAP
의 출판물 사전사후 검열이 있었다. 당시 GHQ/SCAP에 근무하고 있던 메릴랜드 대
학교수인 골든 W. 플랑게 박사(Gordon W. Prange)는 검열을 위해 1945년부터 1949
년까지 GHQ/SCAP에 납품된 출판물을 양도 받아 모교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 도서
관에 기부했다. 동(同) 대학에서는 이를 플랑게 문고(Gordon W. Prange Collection)
로 공개하고 있다.
이 플랑게 문고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번째, 우리 도서관은 1948년 6월
설립했으나, 설립 당초 새롭게 만들어진 납본제도가 아직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1945년 8월 패전 후의 혼란기부터 1951년까지의 출판물의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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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치 못하다. 이 플랑게 문고는 그 공백부분을 보충해 줄 가장 포괄적인 컬렉션이
다. 두번째, 플랑게 문고에는 GHQ/SCAP에 의한 출판물 검열에 관계된 문고가 포함
되어 있어 이것에 의해 당시 검열의 실태를 알 수 있다. 세번째, 고등학교의 학급
신문이나 시민 그룹의 회보와 같은 작은 커뮤니티지(誌)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관
계로 플랑게 문고에 포함되어 있어 점령기의 일본 사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제 1
급 자료이다.
우리 도서관은 1992년 이후 플랑게 문고 중에서 잡지와 신문을 모두 수집하였는
데 이번에는 약 71,000권의 도서 수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작년 5월 메릴랜드 대
학과 각서를 체결하여 동(同) 대학과의 공동사업으로써 올해부터 실제 수집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 1단계로 아동 도서 약 8,000권을 컬러 스캐너로 디지털화하여 그
디지털 화상으로 컬러 필름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3. 과제
이상 소개했던 것과 같은 지금까지 착수된 업무를 안정화 시켜 궤도에 올리고 더
욱 발전시켜 가는 것은 우리 도서관이 당면한 제 1의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층 더 강해진 업무 합리화에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 국가⋅지방의 재정은 최근 수년 상당히 핍박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

한 재정에 의거하는 국공립
․
도서관은 다들 경비삭감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서관은 국회에 설치된 유일한 국립
도서관으로써 그 업무의 의의에 대한 이해를 얻어 지금까지 비교적 혜택 받은 예산
조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국가의 심각한 재정상황 가운데 우리 도서관도 다
른 국가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직원수의 삭감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 때문
에 앞으로는 사업전체를 재점검하는 조직 개편, 외부의탁의 확대 및 기존업무의 폐
지 등 업무의 합리화를 한층 더 추진해나가야만 한다.
시스템면에서는 각 부서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의 개별적인 적정화를 꾀하여 왔으
나 도서관 전체로 보면 아직 충분히 최적화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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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부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 예산 집행의 최적화를 기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포함하여 정보화에 관계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내의 통괄적인
체제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 통괄회의를 설치하고 행정부의 전례를 본떠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인 총무부장 보좌에 외부 컨설턴트를 도입했다. 이
체제를 통해 각 시스템을 평가하고 최적화를 꾀하여 쓸데없는 업무를 줄여가는 것
이 과제이다. 게다가 우리 도서관에 걸린 기대에 부응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구축하
기 위한 새로운 변혁에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를 획득⋅발신하는 수단이 급속히 보급된 사회

에서 우리 도서관이 특히 정보발신 측면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최근 매스

미디어의 보도나 인터넷 상에 나타나는 우리 도서관에의 평가⋅비판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구축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변혁기를 끝내고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
려 하는 당관의 가장 큰 과제이다.
전자정보화 시대의 레퍼런스 서비스를 테마로 한 이번 업무교류가 다음 세대의
서비스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의미심장해질 수 있길 바라며, 동시에 한국 국립중앙도
서관과의 교류도 앞으로 한층 더 두터워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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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1

인터넷으로 발신하는 국립국회도서관의 레퍼런스 정보
호리 쥰코✻4)

서론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예전부터 도서관 방문자 이외에도 전화나 편지를 이용한

조사의뢰에 응답하는 ｢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정보환경의 진전으로 레퍼런스 서비스로 축적된 직원의 노하우 등 레퍼런스 정보
를 제공, 발신하는 ｢비/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제공발신하는
․
여타 레퍼런스 정보에 관해서 발표하겠다.

1. 레퍼런스 정보 발신 배경
(1) 중요시되고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
인터넷 특히, 검색엔진의 발전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냈다. 그러나 개개인에 의한 블로그 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그것
이 정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가, 입수한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등 그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어 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의 안내가 절실하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의 구입과 각 도서관 별 자료의 전자화가 진행되어 연
구자도 학생도 책상 위의 컴퓨터 검색으로 자료를 구하기 때문에 도서관까지 찾아
오는 일이 줄어들었다. 종이형태를 중심으로 자료를 소장하는 일의 우위성이 흔들리
✻ 국립국회도서관 주제정보부 참고기획과 과장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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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공공도
서관에서는 공공 시설에서의 공공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지정관리자제도를 2003년에 도입하여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민
간위탁의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축적해 온 풍부한 정보자산과 직원인 도서관 사서
가 행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이 2가지를 핵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중요성이 주
목되어지고 있다. 2005년도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ꡔ지역의 정보 허브로서의 도서관

과제 해결형 도서관을 목표로-ꡔ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 해결형
의 새로운 서비스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가지각색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과제로써 비즈니스 지원, 행정 정보제공, 의료관련 정보제공, 법무관
련 정보제공 등 과제 해결형의 새로운 레퍼런스 서비스가 전개 되고 있다.

(2) 국립국회도서관의 레퍼런스 서비스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한 和漢書 약 600만 권을 중심으로 약
3,100만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전문자료로 불리는 컬렉션과 과학기술분야, 인문
과학분야, 법률정치분야 등의 주제에 관한 11개의 전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약 150명이 레퍼런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로는 직접 전문실 등의 서비스 포인트에서 질문을

받는 구두 레퍼런스, 전화 레퍼런스와 전자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발신수단을 통해
질문을 받는 문서 레퍼런스가 있어 컬렉션이나 주제분야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응답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화 레퍼런스로 약 44,000건, 문서 레퍼런스로 약 8000건
등 전국에서 온 질문에 대해 회답을 했다. 그 중에 기기 조작지원이 많은 구두 레퍼
런스 이용안내를 제외하면 66.5%가 소장조사, 소장기관조사 등 특정자료의 조사였고
11.2%가 정보원/문헌 소개였다.
컬렉션과 주제분야를 담당하는 각 전문실에서는 부탁 받은 조사의뢰에 신속 정확
하게 회답하기 위해서 평소 자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정보를

정리한 성과물인 레퍼런스 정보는 ｢비/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꾸
준히 목록 등을 인쇄 간행하여 국내 주요도서관에 배포하여 오고 있다. 그 종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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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적(漢籍), 지도, 헌정자료 등 컬렉션의 소장목록 ② ꡔ일본관계구문도서목록(日本

関係欧文図書目録)ꡔ, ꡔ과학기술관계구문회의록목록(科学技術欧文会議録目録)ꡔ, ꡔ근대

일본정치관계인문헌목록(近代日本政治関係人文献目録)ꡔ 등 자료를 내용, 주제별로

정리한 주제에 따른 문헌 목록 ③ ꡔ귀중서 해제ꡔ의 번각(飜刻)과 ꡔ일본의 참고도서ꡔ

의 해설 등 자료의 해제 ④ ꡔ연수교재 시리즈ꡔ나 광고지에 의한 조사방법 가이드

등이다. 간행한 목록 이외에도 주로 직원이 이용하는 카드 목록으로 작성된 레퍼런
스 정보도 많이 있다.

(3) 레퍼런스 정보의 발신
지금까지 각 전문실에서 축적해온 레퍼런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과 같
은 도구의 출현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제공 되어 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레퍼런스 정보의 거의가 홈페이지에서 제공, 발신되고 있다. 지금까
지 직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나 직원들의 지식, 경험으로서 주로 개인적으로
축적 되어진 조사방법 가이드도 공개하고 있다.

｢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는 질문자인 개인에게 1대1로 서비스하는 것인 반

면, 인터넷에 의한 레퍼런스 정보의 발신은 다수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서비스이다. 또한 개별적인 질문에의 회답이 아니므로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
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내 외를 불문하고 곳곳에 산재
되어 있는 여러 정보원에까지 직접 안내할 수도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레퍼런스 정보의 발신을 ｢비/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의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지 ｢주된 레퍼런스 정

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종류도 대단히 증가했다. 그 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모든 레퍼런스 정보는 도서관 관계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널리 일반 사
람들도 이용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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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발신하는 레퍼런스 정보
(1) 찾기 : 먼저 ｢찾기｣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망라적인 서지정보로서 국립국
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일본도서, 신
문, 아동 도서에 관해서는 주요한 국내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포함한 종합목록도 작성
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장서 검색/신청시스템(NDL-OPAC)｣은 2004년 관서(関西)관 개

관을 계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450만 건의 도서를 시작으로 잡지 17만
건, 1948년 이후에는 약 700만 건의 잡지 기사 색인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잡지기사색인 중에는 약 25만 건의 영문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 자료인 고전적
자료, 지도자료, 헌정자료, 규격/테크니컬 리포트 등도 소급적(遡及的)으로 서지정보
를 입력해놓아 데이터 수는 총 1,40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서 널리 제공 되고 있어 우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거의 대부분 이용자 스스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간 약 1,600만 건의 검색이 있으며 우리 도서관의 레
퍼런스 정보 중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 되어지고 있다. 또 검색뿐만 아니라 등록된
개인이용자의 복사의뢰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NDL-OPAC으로의
복사의뢰는 NDL-OPAC 제공전과 비교하여 약 3.5배인 약 22만 건으로 개인 이용자
에의 문헌제공 서비스 확대에 공헌하고 있다
(2) 상세 찾기 : 다음은 ｢상세 찾기｣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서지정보와 해제
등의 레퍼런스 정보를 조합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이다. 방대한 소장자료 중에서 어떠
한 테마에 따라 선택한 서지정보에 자료의 내용과 해설 등 레퍼런스 정보를 부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자료의 선택과 레퍼런스 정보의 부가, 2단계에 직원의 전문적 지
식이 반영 된다.

｢목차검색 시스템｣은 도서, 연감류 등 약 50,000건의 목차를 고스란히 입력해 놓

은 데이터베이스로 서지정보뿐 아니라 자료의 내용도 검색이 가능하다. 소장자료 전
부를 수록하는 대신 조사에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자료를 선정해서 입력하여 효율
적이며, 무의미한 정보가 적은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의 都道府県立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한정적 공개에 그치고 있으나 2007년에는 일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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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 다음은 ｢읽기｣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전자화된 자료의 열람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전자도서관 사업에 따른 전자화된 자료
의 화상 및 데이터베이스를제공하고 있다.

｢귀중서 화상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판화, 그림지도 등

귀중서와 귀중문화재 872 타이틀을 컬러 화상으로 전자화한 데이터베이스이다. 2005
년도에 해제와 번각문도 제공 할 수 있도록 리뉴얼하여 레퍼런스 정보로서의 충실
성을 기하고 있다.
(4) 보기 : 다음은 ｢보기｣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전자화된 자료의 전시이다.
특색 있는 컬렉션 중에서 테마에 따라 선택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 중 일본 근 현대 정치가의 자필 원고, 서한, 에도 시대
이전의 고전적 자료 등 이용이 제한되어진 귀중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년 7월에 제공하기 시작한 ｢사료로 보는 일본의 근대｣
등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9개의 테마를 자료의 해설과 함께 제공하여 연간

940만 건의 화상에의 접근이 있었다. ｢사료로 보는 일본의 근대｣는 페리 호가 일본
에 내항한 1853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독립을 회복한 1952년까
지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본의 근 현대의 정치가의 자필 원고나 서한을 중심
으로 약 150점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화한 사료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사의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칼럼이나 역사자료를 보는 법을 해설한 코너를 두는 등 사료
와 그 배경을 이루는 역사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려진 동물, 식물｣은 2005년도에 전시회장에서 대규모로 개최되었던 동명(同名)

의 특별 전시회를 색인과 링크 등 전자전시회만의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도
자료 공개한 것으로 현재도 제공을 지속하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28일간의 기간 중
약 4000명이 입장했으나 전자전시회에는 2005년 9월∼2006년 7월까지 11개월간
37,000건의 접속 수가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관람하고 있다.
전자전시회는

∙ 언제 어디서든 몇 번이라도 볼 수 있다.

∙ 자료파손 등의 염려 없이 열람, 인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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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회에서는 흥미 있는 자료도 펼쳐져 있는 면 1장밖에 볼
수 없으나 전자전시회에서는 전 페이지를 전시할 수 있다.

∙ 소장한 원(原)자료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필름 등 다양한 모체의 자료나 타
기관의 자료도 전시할 수 있다.

∙ 전시회 내 및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 다른 전자도서관 서비스와의 링크를
활용할 수 있다.

∙ 자료 중 사진이나 문서 등 발견하기 어려운 자료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 해설 등 자료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점이 있다. 대부분이 일본어뿐 아니라 영문판으로도 제공 되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들도 볼 수 있다. 디지털화 된 자료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설과
같이 고안하기에 따라 자료의 이해를 깊이 하면서 자료에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레퍼런스 정보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매년 테마를 2가지
씩 추가해 갈 예정이다.
(5) 찾기 : 마지막은 ｢찾기｣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자료나 정보에 도달
하기 위한 정보가 있다. 자료 그 대상뿐만 아니라, 자료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시한
정보로 조사와 레퍼런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사 방법 가이드, 링크 모음집, 정보
안내 등이 있다.

｢테마별 조사 방법안내｣는 레퍼런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조사방법을 소개하는

사이트다. 일상의 레퍼런스 업무 중에 질문 받는 많은 사항에 관한 조사 방법을 메
모해 놓은 직원 업무용 툴(tool)을 시스템화 한 것으로 2002년 10월 제공 개시 당시,
각 전문실의 컬렉션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중심으로 20분야 98테마를 제공했다.
현재는

∙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원 소개
∙ 업계동향, 산업정보 소개

∙ 시사적인 테마의 문헌검색 가이드

∙ 무료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소개
∙ 링크 모음집

∙ 관련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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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 소개 등 당초(當初)의 약 4배인 378 테마의 조사 방법 가이드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제공 되고 있는 문헌 등 1차 정보에의 링크도 풍부하여
정보를 신속 정확히 입수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이용되어지고 있다. 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 경제사회분야가 약 100건으로 각각 1/3씩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도서관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테마를 선택해서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
이스의 ｢조사방법 메뉴얼｣에 사례를 제공하기도 한다.

테마수의 증가에 따라 접속수도 당초 월 약 22,000건에서 약 66,000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테마가 200건을 넘은 2005년 10월 이후 접속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
고 있다. 접속 수가 많은 테마는 ｢인구통계 조사방법｣이나 ｢주택지도｣로 ｢인구통계

조사방법｣은 최근 1년 반 동안 접속수가 약 2배 증가하여 테마 자체의 접속수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대학 도서관은 링크 모음집, 공공도서관은 참고도서 등의 자료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우리 도서관의 조사방법 가이드는 다
른 도서관과 비교하여 테마수가 많은 점. 자료와 사이트 양 측면의 정보원을 소개하
고 있는 점. 1차 정보에의 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점. 내용이 정확하여 각종 도
서관에서 오는 레퍼런스 질문에도 이용 가능 한 점 등에서 신뢰감을 주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링크 모음집으로 별지 26번의 ｢AsiaLinks｣는 아시아에 관한 지역별, 나라

별 링크 모음집으로 약 6,000사이트를 게재하는 포괄적인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다.
①일본이나 유럽, 미국에 대한 아시아 관계기관 홈페이지 ②아시아를 주제로 한 데
이터베이스 ③아시아의 약 60여 국과 지역 기관/ 단체 홈페이지와 잡지신문, TV사

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Current Awareness Portal｣는 도서관 및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뉴스와 기사를 제공하는 도서관 정보학 관련 정보안내 포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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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퍼런스 정보발신의 과제
국립국회도서관이 5년을 목표로 달성하려 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명시해놓은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중기(中期)계획 2004｣에는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의 충
실｣을 중요한 주축의 하나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자료의 전자화
를 진척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전자화된 자료와 인터넷 상에 흘러 다니는 정보자원에
의 효과적인 안내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NDL-OPAC｣의 서지정보,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전자화된 자료, ｢인터넷

정보선택적 축적사업(WARP)｣에 의한 사이트 단위 또는 저작단위의 인터넷 정보
등, 대규모의 전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와 레퍼런스 서비스로 배
양된 조사방법, 정보에의 접근 방법 등 레퍼런스 정보와의 효과적인 링크에 의해 정
확한 정보 안내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기조보고에서도 소개한 ｢디지털 아카이브 포탈｣을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디지털 정보에 원 스톱으로 도달하기 위한 종합적인
포탈 사이트로써 계획 중인데 현재, 주로 우리 도서관의 전자화된 정보를 대상으로
프로토 타입 시스템을 공개하여 검증하고 있는 중이다. 분류검색 이외에 키워드에
의한 간이검색, 연상검색 등으로 찾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레퍼런스 정보의 제공, 발신의 진행으로 도리어 전자화되지 않은 자료나 정보에의

접속요구가 높아져 ｢질문 회답형 레퍼런스 서비스｣에 더욱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고

도의 레퍼런스 질문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더더욱 직원에 의한 레퍼런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링크 모음집, 공공도서관의 자료 리스트, 민간 출판사나 서점 사이
트의 목차정보 등 조사를 위한 정보는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양적, 질적
측면의 충실성이 요구된다. 또 상호 링크한 정보의 제공에도 과제가 남아있다. 국립
국회도서관이 발신하는 레퍼런스 정보는 과제 해결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도서관과 관련기관이 정확히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

근 전국의 도서관관계자에게 국립국회도서관이 발신하는 레퍼런스 정보를 소개하는
연수(研修)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도서관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탱
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도록 더욱 충실도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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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2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관해서
요시마 사토코✻5)

서론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전국의 도서관이 레퍼런스 기록과 정보 조사
방법의 노하우 등을 종합, 데이터베이스로써 구축하여 도서관 사업 및 일반 이용자
의 조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에서는 레퍼런스 분야에 있어 처
음으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관종을 뛰어 넘은 협동사업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2년 실험사업에 착수하여 작년 2005년 4월에 사업을 본격화
했다.
이번 테마인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ICT(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한 레퍼런스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메일이나 채팅을 이용한 질문/회답의 교
환은 물론 중요한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의 한 측면이나 동시에 도서관간의 사례
공유, 이용자에의 정보발신 등도 ICT을 활용한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로 간주한다.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ICT를 이용하여 전국의 도서관이 레퍼런스
사무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협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 더욱이 도
서관 정보학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가며 그 품질향상을 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협
력형 레퍼런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그 사업의 경위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며 활용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려 한다.

✻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사업부 도서관협력과 협력네트워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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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경위
레퍼런스의 질문과 회답의 기록, 회답을 위한 조사방법의 노하우는 각 도서관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이다. 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각각
의 도서관에서 기록을 회람(回覽)하거나 사례 모음집을 간행하거나 노하우를 카드에
적어 카운터에 놓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도서관, 한명의 도서
관원이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의 수나 대응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 전문성에는 한
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전국 규모로 모으면 새로운 전망이 열리지 않을
까 하여 착수한 것이 바로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 베이스 사업이다.
2002년 12월 기본설계에 앞서 전국의 여러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레퍼런스 업무의 프로, 시스템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등을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회답해 온 262관 중에 약 80%의 도서관이 실험사업에 ｢흥미 있

음｣, 반 이상이 ｢참가한다｣, ｢조건부로 참가한다｣는 답을 주었다. 이후 관계기관 설
명회, 참가 도서관 준비회의, 해외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의 동향조사 등을 거쳐
2003년 2월에 시스템 개발을 개시, 2004년 4월에 데이터베이스를 참가 도서관에 공
개했다. 공개 이후, 지식인에 대한 설문조사 (hearing), 참가 도서관의 추가모집 등을
거쳐 2005년 4월에 사업을 본격화하여 그 해 12월에는 참가 도서관 이외에서도 검
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공개했다.

2.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둘러싼 커뮤니티
2.1. 사업 커뮤니티
이 사업은 국립국회도서관이 기획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심은 데이터를 작성,
활용하고 있는 참가 도서관(이하 '참가관')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8월 현재 참가관수
는 428관이다. 국립국회도서관도 참가관의 하나로써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참가관 중 선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담당자나 도서관학의 연구자는 기획협력자로
써 사업의 기획운영이나 활용에 관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 도서관 협회와 전문도
서관협의회 등의 도서관 관계단체도 이 사업에 주목하여 홍보 등에 협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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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시스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일반 이용자나 도서관 업계에 서비스를 행
하며 이로부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원(還元)이 발생한다.

2.2 참가 도서관의 내역
참가관의 약 60%는 공공도서관으로 전국의 都, 道, 府, 県 정령(政令)지정 도,시립
도서관이 모두 참가하여 전국적인 체제로 성장하고 있다. 도서관 수 대비 참가율은
공공, 대학도서관이 약 15%정도이나 이들 도서관은 국내에서도 선구적인 노력을 보
이며 레퍼런스 서비스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 4종류
참가관이 작성한 컨텐츠는 4종류가 있다.

3.1. ｢레퍼런스 사례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적인 존재인 ｢레퍼런스 사례 데이터｣는 이 사업 참가 관
의 레퍼런스 서비스 기록이다. 질문, 회답 내용뿐만 아니라 회답 프로세스나 참고자
료 등의 정보를 기술하고 하나하나의 회답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2. ｢조사방법 매뉴얼 데이터｣
｢조사방법 메뉴얼 데이터｣는 특정 테마나 토픽에 관한 정보원과 심사방법에 관한
정보를 도서관의 직원 또는 일반 이용자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직원을 위한 정보원
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자체 조사를 위한 절차가 표시된 자료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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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이 소속된 지역 단체와 소장자료군의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 ｢특별 컬렉션 데이터｣
｢특별 컬렉션 데이터｣는 개인 문고나 귀중서 등 참가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별한
컬렉션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용조건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목록이 있으
면 그것도 추가기록한 것으로 레퍼런스의 유력한 정보원으로 유용할 것이다.

3.4 ｢참가관 프로필 데이터｣
｢참가관 프로필 데이터｣는 참가관의 연락처 이외에 이용조건, 연혁, 특색 등의 정
보를 기재한 것이다. 이상의 데이터 등록 수는 2006년 7월말 현재 합계 22,423건이다.
데이터를 등록한 참가 관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하는 공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공개 수준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참가관 커뮤
니티까지만 공개하는 것, 해당 데이터를 등록한 참가관에서만 조회할 수 있는 (비공
개) 자관(自館) 참조용으로 모두 3가지이다. 데이터의 충실도, 일반공개 개시, 연수회
에서의 이용 등에 따라 접속 수가 증가하고 있어 6,7월의 접속 수는 3만 건에 가까
울 것으로 추이 되고 있다.

4.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4.1 ꡔ레퍼런스 협동 데이터 베이스 표준포맷ꡔ의 책정/공개
다른 관종의 많은 도서관이 협동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에는 범
용성이 높은 데이터 포맷이 필요하다. 따라서 4종류의 데이터마다 데이터를 구성하

는 항목, 문자 수, 검색 대상인지 아닌지 등을 ꡔ레퍼런스 협동 데이터 베이스 표준
포맷ꡔ으로 결정한다. 참가관들은 이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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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ꡔ데이터 작성/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ꡔ의 책정/공개
데이터를 작성하는 참가관 간에 표준 포맷에 따라 기입대상이 되는 데이터 항목
은 공통으로 인식되지만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인식이 고르지 못했다. 때문에 2005년도에 ꡔ데이터 작

성/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ꡔ을 책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의 기입방법과
공개기준 일람표, 샘플데이터 등을 수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데이터를 작성 공개하는 것이 곧 데이터 전체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진다.

4.3.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
데이터베이스에는 상호협력에 따른 품질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 코멘트 기능은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가관 간에 데이터의 코
멘트를 달아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기능이다.

∙ 게시판은 시스템의 활용방법과 요망 등 여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이다.

∙ 미해결사례의 메일배신(配信)은 미해결 레퍼런스 사례에 관한 상호지원을 위해
해당 데이터의 공개정보를 전자 메일로 희망자에게 배신하는 기능이다. NDC
분류에 따른 각 분야마다 배신을 받을 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5.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원, 연구자, 일반이용자에 의해 활용 되고
있다.

5.1. 도서관원의 이용
도서관원의 주요한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 레퍼런스 서비스의 정보원으로 이용
- 연수교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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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관내의 연수나 복수관에서 행하는 집합연수, 문부 과학성과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연수에서는 레퍼런스 사례나 조사방법 매뉴얼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공개 후, 여러 가지 도서관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 하나의 테마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배운다
- 타관의 미해결 사례를 검증한 결과, 다른 접근으로 정보원을 발견하여 코멘트
기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RSS 제공
되고 있는 데이터의 신착/ 갱신 정보를 이용하여 매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
을 수 있어 도서관원 개인이 데이터를 읽고 자기 연찬(硏鑽)을 위한 교재로써
사용하고 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
지속적으로 레퍼런스 질문을 분석하거나 타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장서구성을
재점검하고 이후의 질문경향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PR의 소재로 이용
일본에서 도서관 레퍼런스 서비스는 이용자와 설치모체의 상층부에 아직 인식되
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레퍼런스 서비스의 존재를 침
투시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에 있어서는 도서관 사이트에 자기 도서관이 작성한 일반 공개사례 데이터
를 링크하거나 홍보지에 게재하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공공 도서관에 있어서 지방공공 단체와 같은) 설치모체에 대한 서비스 내용의 설
명 소재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5.2. 연구자의 이용
도서관학 연구자는 누적된 데이터와 이용동향을 레퍼런스 서비스의 연구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대학의 사서과정 이후에 도서관계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위한 교재로서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의 이러한 활동으로부터의 피드백은 데이터 작성과 시스템 구축에 관계하
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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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반 이용자의 이용
일반 이용자에게는 먼저 레퍼런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창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원으로
써 활용 가능하다. 레퍼런스 사례에 직접 자기의 정보요구를 해결할만한 것이 없다

해도 ｢조사방법 메뉴얼｣에 해당하는 테마가 있으면 도서관원이 축적해둔 노하우를
이용하여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사업의 사무국측은 일반 공개된 검색화면에 ｢추

천사례｣를 링크하거나 최근에는 우리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포탈과 검색 엔진
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방
법과 이용자 행동의 인과관계는 완전히 파악 되지 않고 있다.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

이다. 그러나 실제로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를 봤다｣는 이용자가 카운터를 찾
아왔다는 현립(県立) 도서관의 보고나 사무국 앞으로 온 문의 등을 볼 때 노력의 효
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앞으로의 예정
이상 들으신 대로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도서관에서 레퍼런스 서비
스의 새로운 공통기반으로 성장해왔다. 본격사업으로 2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더욱 데이터의 충실성과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해갈 것이다.
참가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사용방법, 데이터의 작성방법에 관해 해설하는 정기

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사방법 매뉴얼｣ 작성에 중점
을 두고 데이터 작성에 매진하려 한다. 올해 안에 특징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조사

방법 메뉴얼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나 사용
법을 소재로 한 연구를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일반 공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용동향,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일반 이용자에
게 더욱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힘써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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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규정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운
․
영을 위한 벤치마킹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2006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7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6)

□ 시카고공공도서관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6) 방문도서관 명단은 참고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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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시카고공공중앙도서관은 1873년 시청건물 4층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1897년
도서관건물을 신축, 개관하여 1991년까지 100여 년간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을 수행하였다. 1991년 스테이트 가에 개관한 현재의 해롤드워싱턴도서관은 그 규모
가 세계 공공도서관 중 최고를 자랑한다.
시카고 시내에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해롤드워싱턴도서관 외에도 78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가. 소재지
400 South State Street Chicago, Illinois 60605
Tel 1-312-747-4001
http://www.chipublib.org/003cpl/irlbph/cpltbc.html

나. 이용시간
구분

월-목

금-토

일

이용시간

09:00 - 19:00

09:00 - 17:00

13:00 - 17:00

다. 시설 및 층별 안내

◦ 건축설계 : Hammond, Beeby and Babka, Inc.

◦ 건물 연면적 : 756,000 Square Feet

- 10 Floors, Lower Level, Mezzanine, Mechanical Penthouse

◦ 서비스시설

- Reader Seating 2,337석 / Classroom 60석
- Multipurpose/Meeting Room 450석
- Auditorium 385석 / Video Theater 63석
- 70.85 miles of shelving / 374,073 linear feet of she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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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

2. 장애인서비스 현황
해롤드워싱턴도서관 5층에 위치한 Talking Book Center(TBC)는 시카고공공도서
관의 유일한 장애인서비스센터이다. 이곳은 Library of Congress(미국의회도서관, 이
하 LC) 소속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capped(이
하 NLS)의 지부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Illinois State Library Talking
Book and Braille Service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이용시간
구분

월, 수, 토

화, 목

금-일

이용시간

09:00 - 17:00

11:00 - 19:00

휴 관

나. 서비스대상 : 시각 또는 지체장애자
다. 신청방법 : 무료 도서관서비스 신청서 제출하여 이용자 등록
* 전문인(의사, 검안사, 공공도서관 사서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지체장애 정도를
표기
라. 서비스내용 : 자료(도서, 잡지 등)와 장비의 이용 및 무료 우송서비스
* 대여 장비 : Talking Book Machines / Cassete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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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서 : 총 60,000 titles 소장
- Cassete Books in Illinois :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카고에서 레코딩한 녹음자료
- Flexible Disk Books 7,500 titles / Braille Books 10,000 titles
- Magazines 114 titles / Descriptive Videos 다수
- Braille in Illinois 2,800 titles
* 기타 Illinois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NLS의 55개 지부도서관과 Multi-State
Centers를 통해 이용 가능

우송서비스 작업

점자도서

3. 방문후기
◦ 도서관 건물의 예술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시카고는 1871년의 대화재 이후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이
다. 도시 자체가 건축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시내의 건축물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
다. 우리가 방문한 해롤드워싱턴도서관 또한 건물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뛰어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품격 있는 갤러리의 느낌을 주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이 지향하
는 목표인 정보제공 서비스와 시민들의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
는 도서관 건물이었다.
◦ 이용편의시설 및 안전
한개 층 전체가 트여있고 여유공간이 넉넉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설
계되어 있다. 대리석의 바닥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으며, 층마다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이용자 안내 및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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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서비스 시스템
Talking Book Center는 국가(NLS)와 주정부(Illinois State Library Taking Book
and Braille Service)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장애인서비스 시스템
이 NLS의 협력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지원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문제
점인 예산 및 자료확충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한다.

□ 뉴욕공공도서관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1. 일반 현황
뉴욕공공도서관은 1895년 당시의 뉴욕 주지사 사무엘 틸든에 의해 사립도서관이
던 애스터도서관과 레녹스도서관이 통합되어 새로 탄생한 미국 최고의 공공도서관
이다. 도서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금으로 도서관 건축이 시작
되어, 1911년 뉴욕공공도서관의 본관인 Humanities & Social Sciences Library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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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었다. 현재 5개의 중앙도서관과 81개 지역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개
의 도서관은 연구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격

도서관명

중앙도서관

-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
Donnell Library Center
Mid-Manhattan Library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연구도서관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가. 소재지
Fifth Avenue and 42nd Street
New York, NY 10018-2788
Tel. 1-212-930-0830
http://www.nypl.org/research/chss/

나. 이용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이용시간

휴관

11:00-19:00

10:00-18:00

휴 관
*일반연구실만 개관(13:00-17:00)

다. 장서 : 역사언어문학
․
․
등 인문사회과학분야 자료 1,500만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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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내부

2. 장애인서비스 현황
가. 시설 및 장비
◦ 시설

- 경사로(입출구) : 42번가 쪽 입구
- 휠체어 이용 가능
-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화장실

◦ 장비

- Kurzweil Personal Reader : 활자 음성변환기
- 화면확대기 및 소프트웨어, 확대경
- 휠체어 접근 가능한 복사기,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프린터
- 청력보조기 등
나. 이용자 상담 : 이용시간 중 상시 직원과 상담 가능
- 전화 : 212-930-0830
- e-mail : grdef@nypl.org
- TTY : 212-576-0066
※ 장애인서비스는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에서 주
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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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후기
보자르양식으로 설계된 도서관 건물은 그리스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의 전
통양식을 함축하고 있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그리스의 고대 신전이나 궁전을 연상
케 하는 고전적인 건물이다. 도서관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임을 건물 외관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건물
입구의 사자상은 미국시민의 덕목인 ‘인내와 불굴’을 상징하는 것으로, 큰 행사 때마
다 사자상을 이용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뉴욕시의 현황을 잘 알려주고 있어, 뉴욕
시민에게는 단순한 돌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뉴욕의 상징이며 자부심이라고 한다. 이
렇듯 도서관이 지식정보 제공의 기능 뿐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며 시민들의 자랑거
리란 사실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이에 반해 우리는 도서관이 역사와 문화의 소산인
동시에 미래의 비전이라는 인식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뉴욕공공도서관
(ANDREW HEISKELL BRAILLE & TALKING BOOK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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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는 뉴욕공공도서관의 4개의
연구도서관 중의 하나로 1991년 개관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뉴욕공공도서관

애스터레녹스틸든재단의
․
․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재의 건물 설립에 지원
을 아끼지 않은 Andrew Heiskell 의장의 이름을 따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로 명명하였다. 이곳은 NLS의 지부도서관으로 모든 자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쾌적한 열람실을 갖추고 있다. 안락한 리딩룸과
특수한 형태의 자료들, 녹음자료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기기 및 다양한 전자 기자재
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어린이실과 교육 및 특별행사를 위한 미팅룸이 있어 공공프로
그램이 개최되곤 한다. 뉴욕시 down state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
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가. 소재지
40 West 20th Street, New York, NY 10011-4211
Tel. 1-212-206-5400
http://talkingbooks.nypl.org/

나. 연혁
1895년

The New York Free Circulating Library for the Blind 설립

1903년

New York Public Library에 통합

1931년

LC의 전국 협력망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지부도서관으로 참여

1991년

Andrew Heiskell Library 개관

다. 이용시간

열람실
전화서비스

월

화

수

목

금

10:00-17:00

12:00-17:00

휴관

12:00-19:00

12:00-17:00

10:00-19:00

10:00-17:00

10:00-17:00

토-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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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
- 점자도서, 녹음자료, 큰활자인쇄본 등을 열람하는 리딩룸(1, 2층)
- 어린이청소년실
․
(1층)

- 야외 리딩테라스(2층)

2. 장애인서비스 현황
가. 서비스대상 : 시각 또는 지체장애자 및 난독증과 같은 독서장애자
약 41,000명(이용등록자)
나. 신청자격 :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시각 또는 지체장애자 및 난독증 등의 독서
장애자로서 전문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다. 서비스내용 : 자료와 장비의 이용 및 무료 우송서비스
*자료검색도구
- PAWS(Public Access Web System) Catalog
- NLS Catalog / LEO(85개 분- CATNYP(4개의 연구도서관 종합목록)
- eNYPL / E- Resources

1층 참고봉사 데스크

1층 어린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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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점자도서 열람실

3. 방문후기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는 뉴욕시의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그 역사가 100년을 넘었다고 한다.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대적 인
테리어의 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모든것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린이도서관 같이 밝고 쾌적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2층의 야외
리딩테라스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사서는 자료실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상시로 이용자들의 요구와 상담에 응하
였다. 이용방법을 설명해주거나 자료를 권해주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쉼
없이 오갔는데, 뉴욕 중심가에 위치해서인지 다른 도서관보다 생동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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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립도서관
(TALKING BOOK & BRAILLE LIBRARY)

1. 일반현황
뉴욕주립도서관의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TBBL)는 뉴욕시 55개 군에
거주하는 시각 및 육체적 장애자들에게 점자 및 녹음도서, 잡지, 필요장비를 대여해
준다. TBBL은 LC 소속 National Library Service fot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capped(NLS)와 New York State Education의 협력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 소재지
Albany, NY 12230-0001
Tel. 1-800-342-3688
http://www.nysl.nysed.gov/t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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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1896년

NewYork State Library for the Blind 개관
- 성인 시각장애인에게 도서를 제공

1931년

LC가 추진한 전국 협력망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지부도서관 중의 하나
가됨
- Talking Book이 창안되어 서비스 제공

1952년

시각장애 어린이에게도 Talking Book 서비스 확대

1966년

이용자격 규정 - 신체적 및 읽기 장애인

1974년

NewYork State Library for the Blind and Visually Handcapped로
개명

1995년

현재의 NewYork State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로 개명

다. 이용시간
구분

월- 금

열람실

09:00 - 16:45

전화서비스

08:00 - 16:30

라. 시설 : New York State Education Center의 7층(열람실)과 지층 사용
마. 장서 : 68,000 titles

2. 장애인서비스 현황
가. 서비스대상 : 뉴욕시 북부지역 55개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 일반적인(규격 인쇄) 자료 읽기가 수월치 않은 사람

◦ 책을 잡거나 페이지 넘기기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자
◦ 독서장애를 가진 자

◦ 어린이청소년
․
서비스 : 3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료 서비스

◦ 학교 및 기관 서비스 : 학교 외에도 병원, 대학, 양로시설 등의 기관을 대상으
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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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또는 롱아일랜드 거주자는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NewYork Public Library) 이용.

나. 서비스내용
◦ 자료 대출
서비스 대상의 성인과 어린이에게 녹음 및 점자도서를 빌려준다. 소장 자료는
베스트셀러, 고전, 시, 여행, 역사, 낭만소설, 추리물, 종교문학, 요리책, 역사소설, 과
학, 철학, 단편, 유머, 시사, 연극 등의 대중소설과 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
의 잡지 또한 점자 및 녹음자료화 하였다. 교재와 큰활자 인쇄물은 소장하지 않고
있다.
◦ 장비 대여(Cassete Players)
TBBL은 녹음자료와 함께 Cassete Players를 무료 대여한다. 도서는 상업용도
의 녹음보다 느린 속도로 레코딩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이기도 하며 저작권을 보호하
는 방법이다. 헤드폰과 같은 도구도 신청할 수 있다.
◦ 무료우송서비스(Free Mailing)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 잡지, 기자재, 도서신청목록 등이 US우송서비스를 통해
비용없이(시각 및 지체장애인의 무료우송특권) 55개 군 지역에 제공된다. 반납 또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
◦ 목록 제공(Catalogs)
- Talking Book Topics / Braille Book Review(격월간)
- annual cumulation / subject bibliographies
◦ 소식지(Newsletter) 제공
도서관이용자는 3개월마다 최신판을 발간하여 배포
◦ Public Service Center
NewYork State Library 7층에 위치한 TBBL's Public Service Center에서는 점
자 및 녹음자료를 검색하고 특별한 형태의 참고도서와 전자장비 사용에 관해 도서관
직원과 상담한다. 독서보조기구로는 칼라 폐쇄회로 TV 확대시스템, 양각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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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BL과 State Library Catalogs가 연결된 컴퓨터의 큰활자 출력, 활자를 합성어로
변환하는 Reading Edge computer 등이 있다.
◦ Reader Advisory Service
독자에게 도서선택, 주제별 도서, 올바른 도서지원, 도서관간 상호대차, 참고봉
사 등을 포함한 독자 조언 서비스를 한다.
◦ Machine Sublending Agencies
뉴욕 북부지역 전체에 21개처의 Sublending Agencies가 있어서 TBBL의 서비
스를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청서를 발송하
고 대출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도와준다.
비상시 대여를 위해 녹음자료를 소수 소장하고 있으며 Cassete Players를 지원
한다.
◦ Music Service
TBBL은 음악에 관한 도서를 갖고 있지만 음악관련 녹음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다. 점자 및 큰활자 악보, 악기도서, 음악 참고서비스는 NLS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도서관 안내자료

자동우송서비스장치

176

미주지역 장애인도서관 실태조사

3. 방문후기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는 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업무인 자료 우송서비
스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는 도서관이다. 새로운 자동우송서비스장치를 고안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하루 5,000여건의 업무를 신
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장치는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만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0,000여대의 Cassete Players를 구비하여 뉴욕시 북부 어느지역
에나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등 자료나 장비 제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NLS 협력프로그램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서
비스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퀘백시티공공도서관
(Biblioth“que Gabrielle-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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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퀘벡시티 내 8개 구역에 2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100만 이상의 책, 저널, 비
디오, 학술 도서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하나의 대출카드로 모든 공공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 어느 도서관에나 반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신생아들에게 책 선물을 하는 ‘한 아이 한 책 주기’ 운동을 벌임
으로써, 어려서부터 책 읽는 문화를 접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중 Biblioth“que Gabrielle-Roy는 1983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서관이다.

가. 소재지
350, rue Saint-Joseph Est, Quebec G1K 3B2
1-418-641-6789
www.bibliothequesdequebec.qc.ca
나. 이용시간 : 월∼금(10:30∼21:00), 토∼일(12:00∼17:00)
다. 시 설
- 연속 간행물, 어린이 도서관, 강당(1층)
- 컴퓨터실 및 학습 세미나실 (2층)
- 소설, 만화, 인문 사회 자연과학실 등 도서자료(3층)
- 사무실(4층)
라. 소장자료
- 시청각 자료 : 비디오 10,000 종, CD 등 오디오 자료 18,000종
- 대학자료 : Laval 대학(미술대학)의 각종 학습 자료
- 참고도서 : 백과 사전, 각종 사전, 마이크로 필름, 학술 잡지, 간행물 등
- 만화 : 1940년부터 발행된 만화 7,000여권
- 미술작품 : 다수(대여 가능)
마. 직원수 : 80명(full time worker-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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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실

1층 연속간행물실

2. 장애인서비스 현황
가. 도서관 내 장애인 시설
- 휠체어 이용 가능
- 점자 타자기
- 시각장애인용 화면 확대기
- 난독증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서
- 시각 장애인 도우미
나. 장애인 이용 가능 자료
- 큰 활자 책 : 1,400여권의 큰 활자 책(주로 소설)
- 오디오 책 : 900여 종의 일반 오디오 책 및 350여 종의 아동용 도서
- 점자 도서
- 시각장애인용 설명이 포함된 비디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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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설계된 실내 모습

3. 방문 후기
◦ 도서관 전체가 자료실을 구분하는 문이 없고 이동공간이 넓어 장애인들의 보행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정문에만 RFID기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
이 번거로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문화향유에 있
어 일반인과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
도서관 또한 신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은 제반 시설들을 별 어려움없이 이용
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도 도서관 건립에서부터 장애인을 배려한 치밀한 설계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마련과 인식 제고라고 생각된다.
◦ 퀘백 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자료를 집
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몬트리올에 위치한 캐나다 국립도서관에서 무료
우송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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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공공도서관
(Toronto Reference Library)

1. 일반현황
토론토공공도서관은 토론토 전역에 99개의 분관을 갖추어 어느 곳에 살든 집 가
까이에서 쉽게 공공도서관을 접할 수 있다. 99개의 분관은 3개의 참고봉사 도서관,
17개의 지역 대표 도서관, 그 외의 분관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00만 자
료를 소장하고 있다.
토론토공공도서관의 이용자카드는 전 도서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무료이용 및 반납,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예약대출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예약한 자료가 비치되면 미리 회원번호 별로 입구의 서가에 비치해 놓아
찾아가게 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개관 시간은 도서관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주택가 등에 위치한 분관 도서관의 경우는 오후에 개
관하기도 하는 등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99개의 공공도서관 중 94개관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5개관에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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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789 Yonge Street M4W 2G8
1-416-395-5577 / 1-416-393-7099(장애인 센터)
www.torontopubliclibrary.ca
나. 이용시간
구분

월∼목

금∼토

일

이용시간

10:00∼20:00

10:00∼17:00

13:30∼17:00

다. 시설
- 신문자료실(지하)
- 디지털자료실, 세미나실, 장애인지원센터(1층)
- 참고봉사실(2층)
- 비즈니스 정보실, 고객건강정보센터(3층)
- 간행물실(4층),
- 어학 자료실, 공연예술실(5층)
라. 장서 : 1,653,665권
* 특별 소장자료
- Arthur Conan Doyle 장서 / Osborne 아동용 장서
- Merril 사이언스 픽션 / 판타지 장서
- John Ross Robertson 장서 및 토론토역사관 자료
마. 직원 수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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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으로 설계된 도서관 내부

1층 열람실 내 강단

2. 장애인서비스 현황
가. 장애인서비스 시작년도 : 1982년
나. 이용 시간
- 일반 이용 시간과 동일
- 1:1 서비스 : 월∼금(10:00∼15:00), 미리 예약시 이외의 시간에도 가능
다. 전담직원(사서) : 4명
라. 장애인 편의 시설
- 휠체어 이용 가능, 점자 타자기, 시각장애인 이용 세미나실, 시각장애인용 컴퓨
터(6대), 토킹 북 프로그램, 확대경, 페이지 넘김 장치, 청각장애인용 전신타자기
(TTY), 인쇄 매체물 리더기

마. 이용 자료
- 오디오 북, 점자책, 큰 활자 책, 상황 설명이 포함된 비디오, 시각장애인용 컴퓨
터 프로그램(JAWS), 토킹 북, 장애 관련 전문 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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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비스내용
- 수화 통역 서비스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시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 1:1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사서들이 1:1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이용자 교육
- Home Library Service : 도서관 방문이 힘든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북,
큰활자책, 일반 도서 및 비디오 등 세달에 한 번씩 자료 우송
- 이동 도서관 : 도서 및 CD등 자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매일 3∼7곳에 정차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및 오디오 북은 CNIB에서 직접 서비스

도서관 내 장애인 센터

1:1로 사서가 서비스하는 모습

3. 방문 후기
◦ 기본적인 장애인 시설인 엘리베이터,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이용하기 편리한 구
조 및 문턱이나 걸림돌이 없는 바닥 등이 구비되어 있다.
◦ 자원봉사자나 비정규직에게는 장애인센터를 맡기지 않고, 정규 사서가 직접 운영.
4명의 장애인 전문 사서들이 전 직원(2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장
애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대부분 CNIB의 자료 우송서비스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각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토론토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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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장애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거나
사서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자료를 전달, 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서
비스 제공이 있다.
◦ 토론토참고도서관은 토론토시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 자료인 토킹북이
나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토론토 시내 3개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는 출판사에서 일반 도서를 간행할 때 오디오 북 및 큰 활자책 등을
병행 출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을 비롯한 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이므로 우리나라 출판업계에서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
고 생각한다.

□ 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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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918년에 설립된 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CNIB)는 캐나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지원하
는 자선 단체이다. 이곳에서는 시력 재활 프로그램, CNIB 도서관, 시력 보조기구 생
산 및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및 인테리어에 관한 컨설팅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가. 소재지
1929 Bayview Ave. Toronto ON M4G 3E8
1-416-486-2500
http://www.cnib.ca/library/index.htm

나. 연혁
1906년 캐나다 맹인대학원에 의해 설립
1918년 새로 설립된 CNIB의 한 부분으로 흡수
다. 기 능 : 시각장애인용 자료(오디오 북, 점자책 등) 제작, 우송서비스
라. 기 구
- Executive Director
- Library Services 팀 :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 Production & Technical Services 팀 : 제품관리, 기술지원
- Audio Publishing 팀 : 전자출판
* 토론토, 몬트리올, 위니펙에 15개의 Daisy 레코딩 스투디오 보유

마. 근무 인원
- 96명의 직원(30명 가량이 사서)
- 65명의 오디오, 점자관련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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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 산
- 900만 캐나다 달러(대부분 기금으로 운영)
- 일부는 project money로 정부 입찰을 통한 사업 운영

사. 소장자료
- 대출용 60,000권의 표제, 전자도서관용 17,000권의 표제, 토킹북 사본 300,000여
권, 점자책, 전자북, 아동 점자책, 점자 악보 18,000권, 설명이 포함된 비디오
630여개, 촉각으로 알 수 있는 도형

아. 국제교류
-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렐리아, 남아공의 시각장애인 지원센터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2달에 1번씩 자료 교환 및 저작권 문제 토론

점자로 프린트된 CNIB 안내판

저시력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앞 공간은
진한 바닥색 사용

2. 서비스 현황
가. 이용자 : 캐나다 전 지역 60만 명의 시각장애인 및 시력장애인, 300백만 명의
난독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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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내용

◦ The Information Resource Centre 운영
- 10명∼20명으로 운영되는 콜센터, 5,500명이 이용
- 점자ㆍ오디오북에 관한 참고봉사 서비스

◦ 200만 자료의 무료 우송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
* 한 이용자 당 연간 60권의 책 대출(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이용자 연간 3권 대출)

◦ 공공도서관 제공 서비스

- 난독증처럼 시각에는 문제가 없으나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디오
북 등의 CNIB의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보급ㆍ제공

◦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 온라인 커뮤니티 Children's Discovery Portal 서비스 운영
- 750여개의 유아ㆍ초등학생 용 DAISY 표제 제공
- 2,700여개의 점자도서 표제 제공
- 100여권의 촉각 도서
- 100여개의 설명이 포함된 비디오 제공

The Information Resource Centre

점자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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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소장 자료의 표제를 120,000권으로 2배 늘릴 예정

나.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Daisy)
- 2007.3.31. 아날로그 형식의 테입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현재 디지털화 작업 중.
- 8,000개의 Daisy 포맷 완성 : 영문 6,000개, 불문 2,000개

다. 예산 확보
‘That all may read...’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기반시설 및 서비스 준비를 위한
3,300백만 캐나다 달러 기금 마련

라. Children’s Discovery Portal 사이트 마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후원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대화방, 소리로 가능한 게임
물, 오디오북, 전자사전 등의 자료 제공

소음을 최소화한 녹음 부스

고속 점자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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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 후기
◦ CNIB는 1명의 CEO와 3명의 부장, 정규직원이 96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사서 및 장애관련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날로그식 소장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장애인도서관과의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CNIB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책이나 오
디오북, 잡지 CD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캐나다 전역의 시각장애인에게 배송하는
등 자료 제작 및 우송서비스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 CNIB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 센터 내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름없는 정보접근 및 문화향수권 신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에서 아직 기본적인
생활대책 마련도 어려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실상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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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 언
□ 장애인서비스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비
스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국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국은 LC소속의 NLS를 정점으로 55개의 지부도서관과 부지부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CNIB와 공공도서관 중심으
로 모든 서비스 지원과 협력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10월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될
․
예정이다. 장애인 독서환
경 실태 파악,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도서관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미국과 캐나다는 민주시민사회에
․
기초한 국가정책이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
으며, 도서관정책 또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
향하고 있다.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정보습득, 문
화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공의 의미에 걸맞게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최상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이 장애인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책부재와 예산인력
․
부족 등으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서비스가 공공도서관 중심이 아
니라 점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서비스에 치우쳐 있다.
모든 장애인이 도서관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서비

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협력지원
․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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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직원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
이번 출장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와는 달리 장애인서비스

에 자원봉사자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캐나다
․
양국 모두 장애인서비
스는 전담사서가 중심이 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는 1:1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누구보다도 성의 있는 직무태도와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서비스 교육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업무는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같이 전 분야가 관심대상이므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전 직원의 소양교육
이 필요하다.
별도의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사서가 직원교육을 담
당하는 것이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장애인 복지사회 실현
미국과 캐나다는 사회복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건
물 내 편의시설, 대중교통, 도로시설 등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질의 도서
관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등의 사회복지가 우선되어
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도서관이용 및 독서환경이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정책이 병행 발전되어 나갈 때 비로소 장애인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 큰활자책 출판
현대는 노년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이다. 선진국의 출판사들
은 독자층의 한 영역인 노년층을 겨냥한 라지프린트 제작에 힘 쓰고 있다. 큰활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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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층은 의외로 두터워 , 노년층뿐만 아니라 40-50대의 약시자까지도 이 자료를 환
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대상에는 노인 및 소외계층까지 포함되므로 앞
으로 큰활자책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출판계의 협조와 지
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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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인서비스 시스템 비교
항목

장애인
서비스
지원
중심 기관

협력망

예산 지원

미 국
◦
∙
∙

LC 소속 NLS(국립)
직원 : 55명
부서 :
Office of the Director
Materials Development
Division
∙ Network Division
- 지원내용 : 점자녹음
․
자료, 홍보자료, 컨설팅,
자료목록 및 검색프로그램

- NLS를 정점으로 한 55개
의 지부도서관 및 부지부
도서관 네트워크
NLS(국가) +주정부
장애인 전체

서비스대상

장애인서비스
도서관

- NLS 협력 도서관
- 주요 서비스 : 정보봉사
자료 우송서비스, 목록제공

점자도서제작 NLS(점자출판사 4개처)
출판 관련

녹음자료 중심 제작

캐나다

비 고

◦
∙
∙
∙

CNIB(민간단체)
직원 : 96명(CNIB 전체)
부서 :
Executive Director
Library Services
Production & Technical
Services
∙ Audio Publishing
- 지원내용 : 점자녹음
․
및
디지털자료, 홍보자료,
컨설팅

- CNIB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 공공도서관간 협력

주정부, 기금
- CNIB : 시각장애인 및 공공 * CNIB는 시각
도서관
장애인 외의
- 공공도서관 : 전체 장애인
장애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서비스하지
않음
- 공공도서관, CNIB Library
- 주요 서비스 : 정보봉사,
자료 우송서비스, 목록제공
CNIB에서 제작
일반도서, 라지프린트, 녹음자료
병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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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2>
□ 방문도서관
국명

미국

도서관명 / 주소

면담인사

◦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시카고공공도서관)
400 South State Street Chicago, Illinois 60605
Tel. 1-312-747-4001
http://www.chipublib.org/003cpl/irlbph/cpltbc.html

-Tara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뉴욕공공도서관)
Fifth Avenue and 42n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8-2788
Tel. 1-212-930-0830
http://www.nypl.org/research/chss/

Building Tour

◦ ANDREW HEISKELL BRAILLE & TALKING BOOK
LIBRARY(뉴욕공공도서관)
40 West 20th Street New York, NY 10011-4211
Tel. 1-212-206-5400
http://talkingbooks.nypl.org/
◦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뉴욕주립도서관)
NewYork State Library Albany, NY 12230-0001
Tel. 1-800-342-3688
http://www.nysl.nysed.gov/tbbl/

캐나다

-Ana Azeglio

◦ BIBLIOTHEQUE Gabrielle-Roy (퀘벡시공공도서관)
350, rue Saint-Joseph Est Quebec G1K 3B2
Tel. 1-418-641-6789-*267
www.bibliothequesdequebec.qc.ca

-Marie Goyette

◦ CNIB LIBRARY
1929 Bayview Avenue Tronto, ON M4G 3E8
Tel. 1-416-468-2500
www.cnib.ca/library/index.htm

-Margaret
McGrory
(부회장) 외 3인

◦ TRONTO REFERENCE LIBRARY (토론토공공도서관)
789 Yonge Street Tronto, Ontario M4W 2G8
Tel. 1-416-393-7099/1-416-393-7131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spe_ser_dis.jsp

-Maureen Perez
-Susa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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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개요
◦ 2006.11.15∼11.24(6박 1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도서관 및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작은도서관(지혜의 등대) 등의 방문 연수 결과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방문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체제 파악 등 국
제적 정보 확보 및 2007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비코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작은도서관(지혜의 등
대) 방문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정책 참고자료 활용 및 작은-공공도서관 협력
연계방안에 응용코자 실시되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 프레토리아 캠퍼스
(The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Pretoria Campus)
http://www.nlsa.ac.za

Ⅰ. 일반현황
1. 위치

◦ 관장 사무실(Head Office)
- 228 Proes Street Pretoria

◦ 프레토리아 캠퍼스(Pretoria Campus)
- 239 Vermeulen Street

◦ 케이프타운 캠퍼스(Cape Town Campus)
- 62 Queen Victoria Street
- 5 Queen Victoria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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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 두 개의 국립도서관을 합병
- 1999년 11월 1일 남아공의 현 국립도서관 탄생
- 1818년 설립된 케이프 타운(Cape Town)의 남아프리카도서관(The South Africa
Library)과 1887년 설립된 프레토리아(Pretoria) 주립도서관(The State Library)
이 법적 납본기관으로서 합병 이전까지 두 개의 국립도서관으로 존재

◦ 1985년 국립도서관법 제정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부, 문화부, 과학
기술부에서 국립도서관 합병안 검토

◦ 1996년 남아프리카도서관과 프레토리아주립도서관에 합병 권고

◦ 1999년 11월 1일 남아공 민주화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나의 국립도서관으로 발
족, 케이프타운 캠퍼스와 프레토리아 캠퍼스로 운영 시작

3. 주요 기능

◦ 남아공에서 출판된 자료 및 남아공 관련 자료의 완벽한 수집 체제 구축

◦ 남아공 자료 또는 남아공과 관련된 출판물 및 비출판물들의 확산 및 유지

◦ 국가자원으로서 남아공 각급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
◦ 국가서지기관으로서 국가서지정보서비스체제 구축
◦ 국내외 최적의 자료서비스 체제 구축

◦ 국내외 참고문헌 및 서지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국가보존도서관으로서 국가 단위의 자료관리서비스 활동
◦ 국가문헌유산과 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 근거법령 - 국립도서관 법령 4항 1조( 1998년 )
4. 시설 - 프레토리아 캠퍼스 중심

◦ 남아공 국립도서관은 프레토리아 캠퍼스와 케이프타운 캠퍼스로 구성

◦ 프레토리아 캠퍼스는 Head Office와 도서관으로 구성

◦ Head Office는 남아공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정부 청사 시가지의 중심인
Proes거리에 위치

◦ 도서관은 Head Office의 맞은 편

Vermeulen 거리에 위치, 지은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있는 건물로서 층별 면적이 좁아 계단실에서 바로 자료실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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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로 연결되는 구조

◦ 1층에는 출입안내데스크와 참고봉사실, 2층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대회의
실, 3층부터는 자료실과 사무실, 서고 배치

◦ 이용좌석이 130석에 불과하므로 자료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도서관
입구에서 대기해야 될 정도임

※ 프레토리아 캠퍼스 신축 공사 현황

◦ 원활한 도서관 정책 추진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4년 12월 착공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
- Andries 거리에 위치( 현 관장 사무실 바로 옆)
- 예산 1,600만 달러, 연면적 27,000㎡
- 이용좌석 1,800석, 향후 20년간 안정적 자료수장을 위해 공간의 60%를 서고
구성 등 첨단 시설 구비

◦ 도서관 내부 시설의 현대화 및 발전하는 남아공의 역동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도서관 앞 광장을 강철과 유리로 조성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건축물
조성 추진

Ⅱ. 운영현황
1. 운영체제

◦ 국립도서관의 운영은 국립도서관 법령 6항에 의거하여 예술 & 문화부 장관 소
속 이사회의 통제를 받음

◦ 국립도서관의 주요 정책 구상 및 예산 승인, 관장 등 경영팀과 직원의 급료 결
정 등은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함

◦ 국립도서관의 관장은 이사회가 지명하며, 관장은 이사회의 공식 멤버로서 활동함
◦ 국립도서관의 정책은 프레토리아와 케이프타운 캠퍼스에서 이원적으로 시행함

- 프레토리아 캠퍼스는 국내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관리 등 주요 정책을 수행
하며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함
- 케이프타운 캠퍼스는 납본 등 주요 업무 수행 및 교육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서비스에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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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서관은 지역별로 법적 납본도서관을 지정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
율적 납본을 강화함

◦ 관련 법령 : 도서관법 (1998년 개정)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도서관 및 정보센터 확충

◦ 목표 : 국립도서관으로서 남아프리카의 문헌 보존 및 계승과 함께 세계의 지식
정보에 대한 창조적, 효과적, 효율적 접근 증진
3. 주요 서비스

◦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서비스 : 다양한 서지정보 등 제공
- 국가서지(SANB - South Africa National Bibliography)
- MARC 및 전기통제(MARC21) 서비스
- 정기간행물 색인(Index to South African Periodicals)

◦ 납본도서관을 위한 서비스

- 컨소시엄 구성 등 납본도서관 연합 활동 주도
- 공공간행물 납본서비스에 참여

◦ 대국민 서비스

- 도서관간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한 자료대출 서비스
- 열람실(독서실) 운영
-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자료실 운영
- 국내외에 온라인 참고봉사 실시

◦ 문맹자를 위한 교육서비스프로그램 운영보급
․

◦ 대외 활동을 통한 서비스

- 남아공의 자료 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운동 실시
(The Heritage and Information Awareness Programme)
- 남아공의 문학작품을 개발하기 위해 남아공 언어로 된 모든 작품을 저작, 출
판, 읽기, 마케팅, 배포를 장려하기 위한 “남아공의 문화 읽고 쓰기 장려 운
동” 실시 (The Centre for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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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DB

◦ ISAP On-line : 남아공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DB

◦ NLSA : 남아공 국가서지를 포함한 자료목록 DB

◦ SA legal deposit consortium : 남아공 납본기관용 DB
◦ CatMan : 납본기관연합 목록매뉴얼

Ⅲ. 방문후기
◦ 남아공국립도서관에서는 문맹자 흑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개발 및 보급 운영
프로그램을 주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립도서관 케이프타운 캠퍼스에서는 “ The
Centre for the Book” 운동을 통해 책을 통한 남아공문화의 확산보급으로
․
국민

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고취 및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남아공은 현재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한 케이프타운 대학(UCT) 부속병원, 한국에서 신학으로 이름이 알려
진 스텔렌 보시대(US), 요하네스버그의 프레토리아 대학과 비츠(Witwatersrand)
대학 등 의학, 신학 등 특정부문에서 세계 50위권 내에 드는 명문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육의 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음.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도 문맹 탈피 및 지식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
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
사하는 도서관문화를 엿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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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란도 이스트 공공도서관
(Orland East Public library)

【도서관 전경】

【종합자료실】

Ⅰ. 일반현황
1. 위치

◦ 6544 Mooki Street Orland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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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 1943년 요하네스버그 도서관 위원회에서 올란도에 도서관 건립 결정

◦ 1948년 올란도 도서관 자문위원회에서 5,600파운드를 건립 예산으로 확정, 올
란도 직업훈련센터의 훈련생들에 의해 건축공사 추진

◦ 1950년 1월 12일 요하네스버그의 Information & Library Center 도서관으로 개관
◦ 2000년∼2001년 건물 리모델링

◦ 2001년 11월 22일 공공도서관으로 격상하여 재개관
3. 주요 기능

◦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운영

4. 시설

◦ 2층 건물

◦ 지하층에는 서고, 1층에는 종합자료실, 2층에는 어린이실과 주민학습실 설치

Ⅱ. 운영현황
1. 운영 체제

◦ 1950년 개관 이후 요하네스버그의 Information & Library Center 도서관으로서
요하네스버그시의 관리 체제하에 운영

◦ 2001년 11월 올란도 이스트 공공도서관으로 재개관 이후, 요하네스버그시의 지
원 및 지역사회의 기부금과 기금(Capex fund)으로 운영

◦ 직원은 총 5명으로 시공무원 4명과 비정규직 1명임

◦ 자료의 분류 및 목록은 국립도서관의 목록을 활용하나, 자료구입은 예산상의
문제로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용자 관리는 요하네스버그의 공공도서관 회원제도로 운영되며, 회원들은 지
역내 어느 도서관에서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음
- 회원들로부터 받은 연회비는 상호대차비용으로 사용되고, 연금수령자 등 사회
계층별로 회원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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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이 발급됨

◦ 국내 온라인 검색 및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운영
2. 이용서비스

◦ 상호대차 서비스 : 요하네스버그내 도서관간 협력서비스
◦ 참고상담서비스 : 직접, 전화, 우편, 온라인
◦ 소장자료 및 PC 이용 서비스

◦ 소웨토 지역 주민들의 자랑인 “Xuma Collection” 제공
- 지역의 유명 문학가였던 Dr. A.B. Xuma의 문고로서 그의 사후에 미망인이
기증

◦ 교육서비스
- 지역내 저소득층의 미취학아동 및 학습장애 아동의 언어 학습을 돕는 프로그
램 운영
- 남아공의 동물과 식물을 주제로 주 1회 인형극 운영
- 독서지도캠페인 기간중에는 학교 방문 독서지도 운영
- AIDS 관련 예방 및 치료 홍보
- 남아공 유명작가의 소설을 이용한 성인 문맹자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이용시간

구분

하절기

월～목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금～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Ⅲ. 방문후기
◦ 남아공의 공공도서관들은 국립도서관이 주도(케이프 타운 캠퍼스)하는 ‘남아공
문화 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아공 유명 소설가의 작품이나 전통 문화 관
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하였고, 특히 올란도 이스트 공공도서
관은 주로 흑인들의 거주 지역인 소웨토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으로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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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흑인(성인 및 자녀 등)들을 위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
회에서 도서관의 교육 문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

□ Witwatersrand 대학 도서관 (University of Witwatersrand)
- Wartenweiler 도서관 -

【도서관 출입구 전경】

Ⅰ. 일반현황
1. 위치

◦ 대학은 요하네스버그 중심부의 공원지역에 위치

◦ Wartenweiler도서관은 대학 동쪽 캠퍼스에 위치
2. 역사

◦ 대학
- 1896년 킴벌리에 ‘남아프리카 광산 학교’로 설립
- 1904년 요하네스버그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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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트랜스발(Transvaal) 대학’으로 명칭 변경
- 1910년 ‘남아프리카 광산 기술 학교’로 명칭 변경
- 1922년 ‘위트워터스랜드대학’으로 명칭 변경
- 신축 이전
- 1940년대 후반 및 1980년대에 급속하게 성장, 세계 50위권내에 드는 대학으로
서 경영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현재 60여개 나라에서 1,000명이 넘
는 외국 학생들이 수학 중

◦ Wartenweiler 도서관(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 1960년대 초 주제별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및 추진
- Mr. Frederick Wartenweiler 와 Mrs. Jane Love Wartenweiler 부부( 스위스
태생)가 도서관 건립 비용 기부
- 1972년 2월 14일 ‘Wartenweiler 도서관’으로 개관
- 개관 이후 중앙도서관으로서 대학내 도서관 정보화 추진 및 분관 건립 추진
- 1990년대 말 세계적 대학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해 건물 리모델링

3. 주요기능

◦ 대학내 14개 도서관 중 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인문사회과학
․
분야의 다양한 자료 수집

◦ 동식물
․
전문자료, 미술자료, 고대지도 등 아프리카 관련 전반적 자료 수집
◦ 민주화 투쟁 자료 수집
◦ 도서관 직원 교육 훈련

◦ 학생 및 연구자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Ⅱ. 운영현황
1. 운영체제

◦ 대학내 중앙도서관으로서 장서수집 관리 등 전반적 운영 관할
◦ 국내외 대학간 상호대차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지역 주민 등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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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자카드제도 및 회원제도 운영
- 외부이용자에게는 유료 발급
- 서비스 이용 범위별로 추가 요금

◦ 도서관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 학사관리, 직원교육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시간 변경

◦ 자료실 운영 : 관내대출실참고자료실연속간행물실
․
․
(1층), 개가자료실(2∼3층),
멀티미디어자료실(2층) 등
2. 이용서비스

◦ 관외대출 : 기간 3일

◦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이용

◦ 소그룹 연구 토론실 제공
◦ 사진 촬영 및 복사

◦ 정보활용능력교육훈련 서비스
◦ 학기중 이용시간
요일

시간

월～화, 목～금

오전 8시 - 오후 5시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매월 첫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비고
열람실은 오후 9시까지
단, 금요일은 열람실 휴실
수요일은 개관전 직원교육 실시

3. 특징 - 외부이용자 회원제 운영

◦ Wartenweiler도서관은 대학내 중앙도서관으로서 방문자 등 외부 이용자 요금
제 적용 및 카드 발급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

◦ 외부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별로 차등화한 요금제를 적용받아 이용부터 자
료대출서비스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외부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건축학 및 공학도서관(Architecture
Library, Engineering Library), 법률도서관(the Law Library), Wits 경영도서관
(the Wits Library of Management), Wartenweiler 건강과학도서관(the Wartenweiler
Health Science Library) 등임

206

남아공․브라질 도서관 연수결과보고서

Ⅲ. 방문후기
◦ Wartenweiler도서관은 남아공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 도서관중의 하나로, 지역주
민과 방문자에 대한 이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아공 국민에게는 지식정보이용의
편리함을, 외국인에게는 남아공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자료대출공유, 열람실 개방 등 도서관서비
스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지역
지식정보서비스를 확산보급하는
․
데 도서관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임.

□ 브라질 작은도서관 ; 꾸리찌바 ‘지혜의등대’
(파로우 도 사베 : Farol do Saber)

Ⅰ. ‘지혜의 등대’운영현황
1. 운영체제

◦ 운영주체
- 꾸리찌바 시 교육청(전화번호: 55-41-3350-8484)
∙꾸리찌바시 시장 : Carlos Alberto Richa

∙꾸리찌바시 교육비서관 : Eleonora Bonato Fruet

◦ ‘지혜의 등대’관리소(Gerȇncia dos Farόis do Saber)
- 주소 : Dr. Faivre, 398 - 6.° e7.° andares.
- 전화번호: 55-41-3218-2421(∼2)
55-41-3218-2447(∼8)

◦ ‘지혜의 등대’명칭

- 총 45개의 ‘지혜의 등대’(꾸리찌바시 8개 구 중 1개 구마다 3∼8개의 지혜의
등대 보유)는 모두 문학가, 과학자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의 이름을 붙힌 도서
관명칭을 갖고 있음
예) 빅토르 위고 도서관(Biblioteca Victor Hugo),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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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Farol do Saber Albert Einstein), 단테 지혜의 등대(Farol do Saber
Dante Alighieri) 등

◦ 운영인력

- 1개소당 10명(5명 1조 2교대)
- 교사 1명, 교사보조 1명, 경찰 1명, 컴퓨터강사 1명, 청소원 1명

◦ 이용시간

- 월∼금 : 오전 9시 - 오후 9시
- 토

◦ 내용

: 오전 9시 - 오후 1시

- 고대 이집트 뮤세이온 도서관과 파로스의 등대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재결
합한 독창적인 도서관으로서, 1994년 당시 꾸리찌바시 시장인 하파엘 그레까
가 도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지혜의 등대’ 설립 최초 목적은 빈부의 차가 극심한 꾸리찌바시 빈민층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교육, 조사연구, 여
가활용, 삶의질 향상, 지식정보전달, 문학 및 기타지식 관련 정보제공 뿐만 아
니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에 접근하도록 하여 지역시민 통합과 지식정
보 보편화에 기여함
- ‘지혜의 등대’는 총45개(’06.12 현재)로, 35개는 초등학교 옆, 10개는 마을광장
옆에 설치되었음7)
- 시에서 ‘지혜의 등대’의 규모를 정했으므로 건물외관과 내부시설 등이 대체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등대건물에 적색, 노란색, 청색 등 원색의 페인트를 칠하
여 지역의 독특한 지식정보서비스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음
- ‘지혜의 등대’이용현황

∙월 - 금 :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

∙토 - 일 : 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
역 학교의 발전방안 등을 토의함

∙꾸리찌바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수학능력시험
7) 꾸리찌바 내에는 공공도서관 19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도서관 168개, 고등학교도서관 162개,
주립대학도서관 2개, 연방대학도서관 2개, 사립학교도서관(초등, 중․고등학교) 370개, 사립대
학도서관 40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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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꾸리찌바시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부문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설치비용 : 1개소당 117백만원(‘97 환율 기준)
- 구조 : 2층 건물(1층 도서관, 2층 컴퓨터실) 1동과 전망대 역할을 하는 16m
높이의 등대 1동
- 면적/수용인원 : 약 98㎡ / 30명
- 공립학교의 교문에서 30m 이내 설치가 원칙임
2. 역할 및 기능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 확대
- 꾸리찌바의 파벨라(빈민촌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를 중심으로 도
처에 설치되어, 손쉽게 자료를 대출하고 컴퓨터교육을 통해 정보획득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함
- ‘지혜의 등대’ 1개소 당 도서 약 5,000~8,000책, 컴퓨터 5-6대(인터넷 60% 연
결) 보유함
(cf. 시 전체의 컴퓨터 보급률 15%)
- 컴퓨터실은 예약에 의해 1인 기준 1일 1회 1시간씩만 사용 가능
- 도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중앙도서관 또는 다른 ‘지혜의 등대’와 협조하여
교환시킴

◦ 청소년의 쉼터
- 빈민촌의 청소년들이 부랑아들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
소년의 쉼터선도시설의
․
역할 담당 프로그램의 성격도 상당히 강함

◦ 치안의 보조역할

- ‘지혜의 등대’가 설치된 지역의 특성은 빈부의 차가 심한, 가난한 사람들의 밀
집지역에 경찰이 상주함으로써, 이곳을 출입하는 청소년보호 뿐만 아니라 마
을치안의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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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혜의 등대’ 방문
1. Biblioteca do Caic Cȃndido Portinari
(Caic Cȃndido Portinari 지혜의등대)

〔‘지혜의 등대’외부(좌)/ 유리 뒤로 보이는 곳은 초등학교임(우)〕
◦ 위치
- Rua 33, S/N - Cic/Conjunto Diadema
- 전화번호 : 55-41-249-3036

◦ 일반현황

- 이메일 : cportinari@curitiba.org.br
- 설립년도 : 1994. 9
- 담당사서 : Eliane(55-41-9196-6176)
- 지혜의 등대 중 제일 먼저 설립된 곳임(1994년)
- 도서분류체계 : DDC
- 1일 이용자 : 100여명 / 1일 대출책수 : 50여책
- 개관시간
요일

시간

월～금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30분

비고

◦ 특징
-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독서 및 정보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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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가에 위치한 관계로 초기에는 컴퓨터 분실사고 등이 많았으나, 도서관에
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점차 해소되었음(예: 도서관이용법 실
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프로그램, 기타교실, 노인들의 이민역사 강
의 등)
- 내부구조(1층: 서가, 사서근무공간, 2층: 독서공간 및 컴퓨터 공간 등)
- 컴퓨터 예약(등대마다 9대/1인 1시간씩)
- 자료 대출(20일/반납기일을 안 지킬 때 컴퓨터이용권 해제)

2. Farol do Saber Pablo Neruda (Pablo Neruda 지혜의 등대)

◦ 위치

- Rua Claudio Molinari, S/N° - Capȃo da Imbύia

- 전화번호 : 366-7519
- 이메일 : pneruda@curitiba.org.br
- 설립년도 : 1996. 7. 16
- 담당사서 : Tảnia(55-41-9901-0595)

◦ 개관시간
요일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9시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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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지혜의 등대로서 시립 초등학교 옆에 세워져
있음. 두개의 문 가운데 한개는 학교와 연결되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다른 한개 출입구는 빈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길거리를
향해 나있음

3. Bosque Alemao(독일의 숲 지혜의등대)

◦ 위치
- Rua Francisco Schaffer, S/N - Jardim Schaffer
- 우편번호 : 80.820-200
- 전화번호 : 55-41-338-6835

◦ 일반현황

- 이메일 : bosquealemao@curitiba.org.br
- 설립년도 : 1996. 4. 13
- 담당사서 : Rosane(55-41-9919-3547)
- 독일인 커뮤니티에서 공원 및 작은도서관을 조성, 기증한 곳임
- 개관시간
요일

시간

월～토

오전 9시 - 오후 5시

비고

212

남아공․브라질 도서관 연수결과보고서

◦ 특징

- ꡔ헨델과 그레텔 이야기ꡔ 그림 및 줄거리가 숲속 산책로에 소개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숲속을 거쳐 도서관에 들어올 때 차분한 마음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독서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음
- 작은도서관 내부에서는 마녀복장을 한 자원봉사자(초등학교 교사 총4명이 방
과 후에 순번제로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협의)가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
을 하고 있었음

Ⅲ. 방문후기
◦ 꾸리찌바시 ‘지혜의 등대’는 정보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배분하여 지역사회를 발
전시키려는 정책마인드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입안자와 시민이 합심하여 보다 창
의적인 지자체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배출한 시민
들은 다시 그 지역사회 및 국가에 봉사하게 됨으로써 조화와 균형이 잘 갖추어
진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한다고 생각됨

◦ 지역사회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혜의 등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동화구연 및 도서관프
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집 가까이에서 편안히
갈 수 있는 위치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쇄신시키는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
으며, 특정한 시설위주의 기존 도서관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용자중심의 지역공동
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도서관 활동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중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운동”의 목표와 일치
한다고 생각되었음

◦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활성화에 앞장선 꾸
리찌바시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정책 수립시 참고하
되, 우리 고유의 창의력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관운동을 적극적으
로 펼쳐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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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기관
도서관명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Witwatersrand
대학도서관

Orlando East
공공도서관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

비

고

주 소 : 228 Proes Street Pretoria Johaneesburg
전 화 : +(27) 12 401 9784
팩 스 : +(27) 12 326 7642
Web Site : www.nlsa.ac.za
담당자 : Andrew Malotle
주 소 : Johaneesburg 중심가
전 화 : +(27) 11 717 1977
팩 스 : +(27) 11 339 7620
Web Site : www.wits.ac.za/library/
담당자 : S'bu Thembela
주 소
전 화
팩 스
담당자

:
:
:
:

6544 Mooki Street Orlando 1804
+(27) 11 935 1040
+(27) 11 935 1192
Bulewa Fipaza

주 소 : Rua Bom Jesus, 669 Cabral
80035-010 Curitiba PR
전 화 : +(55) 41 3250 1313
담당자 : Liana Vallicelli (iana@ippuc.org.kr)
Web Site : www.ippuc.org.kr

Curitiba City Government
(꾸리찌바 시정부)

주 소 : Av. C“ndido de Abreu, 817 2° andar
Centro C“vico 80530 908 Curitiba PR
전 화 : +(55) 41 3350 8401/3350 8243
팩 스 : +(55) 41 3350 8135
담당자 : Cristiana Camargo Gusso
(internacional@pmc.curitiba.pr.gov.br)
Web Site : www.curitiba.pr.gov.br

Prefeitura Muncipal de Curitiba
Secretaria Muncipal da Educa“āo
(꾸리찌바시 교육청)

주 소 : Rua Dr. Faivre, 398 Centro
80060-140 Curitiba PR
전 화 : +(55) 41 3218 2421
팩 스 : +(55) 41 3218 2422
지혜의등대 관장 : Rosane Carvalho P“lli
(rosane@sme.curitiba.pr.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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