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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書誌學 硏究動向 :

서지학회 발간 書誌學硏究를 중심으로

The Trend of Studying the Bibliography in Korea 
centering of“The Study of the Bibliography”

윤 동 원(Yun Dongw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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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 연구의 추이와 동향을 알아보기 하여 서지학 련 

연구 작인 서지학연구의 인용 자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이

의 련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문헌정보학내의 다른 분야와 학문 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학, 한국학 련 학술지 등이 자주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어 서지학회에서 발행하는 서지학연구의 문 인 주제 

성격을 반 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많은 향을 

받는 문헌정보학의 한 분과인 서지학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 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인용문헌으로 서지학의 학문 분야의 

1) 안동 학교 도서  사서(dwyun@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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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료로써 原典뿐 아니라 최근의 인터넷  자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

료들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서지학 연구자들은 문헌정보학자나 

타 분야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나 공동연구를 통해 서지학의 질  향상과 

상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서지학, 연구동향, 인용문헌, 학술지

〈 Abatracts 〉

  This study analysed the reference materials of The study of The 

Bibliography and the text related to the bibliograph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of the bibliography study.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the bibliography has high a 

relationship with other parts in information philology. As the 

bibliography is affected by the changing technology, the use of a 

scientific journals of historic science and Koreanology, suggests the 

problems of how we accept these changing trends. The bibliography 

refers to not only texts, but also to a variety of materials from the 

Internet. 

  The bibliographers have to elevate the quality, through joining 

research an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philologists and other 

researchers.

  Key words : the bibliography, the trend of study, reference materials, 

the scientif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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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목

  서지학은 책을 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책의 문자, 내용, 형태, 술, 생

산, 유통  그것과 련된 제반 환경을 기술, 분석, 비평하며, 역에 따라 원

문서지학, 체계서지학, 형태서지학으로 구분된다.2) 기의 서지학은 역사학자들

에 의해 인쇄문화의 규명과 고문헌을 통한 한국학 연구의 방편으로 조사연구 

되었지만, 도서 학의 도입으로 도서  구성요소인 책의 이해를 한 한 분과

학으로 정립됨으로써 크게 변모 발 되었다. 그러나 근래 문헌정보학 내에서의 

서지학은 그 가치와 상이 차 축소되는 경향이 많다.3) 서지학은 고문헌의 

언어  제약과 인문학으로 제한된 연구 역 때문에 디지털정보화를 지향하는 

재의 도서  환경에서는 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지학

이 지속 으로 발 하려면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도서 학⋅정보학과 공통의 

역을 구축,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공동연구의 주제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4) 계량서지학 인 분석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시작되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과학기술 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순수이론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험 인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 인문⋅사

화과학 분야의 여러 상을 합리 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된다.5)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 방법을 용하여 학문의 발  동향을 연구한 성과들이 

많이 있다.6) 인용문헌 연구는 한 작에서 인용된 문헌은 작을 읽는 다른 연

구자로 하여  작 내용과 련된 연구의 동향을 제시해 주며, 동시에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  기능을 한다.7)

  서지학은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인문과학 인 연구 역에 머물러 계량서

2) 김상호. 1992.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 서지학연구, 8 : 353.
3) 김상호. 앞의 논문. 353.

4) 강순애. 1997. 韓國의 書誌學 硏究 傾向. 서지학연구, 14 : 2. 
5) 강순애. 앞의 논문. 2.

6) 이에 한 연구로는 최정혜(1987), 박성미(1988), 서은경⋅한인구(1988), 윤구호⋅이 철

(1991), 사공철⋅박성민(1994), 신은자(2003) 등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7) 이란주, 임지혜. 2002.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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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 인 연구의 주제로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이 사회과학 인 

연구방법으로도 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인 연구방법의 도입과 용이 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던 이란주⋅임지혜8)가 

얻은 수치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인용연구와 재 

분석한 결과의 차이 과 공통 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서 서지학 연구 분야의 동향을 악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1.2 연구방법

  서지학분야를 상으로 한 계량서지학 인 연구를 진행하기 해서 서지학

회에서 발간하는 書誌學硏究25집-37집(2003〜2007)에 실린 169편 논문의 

3,115건의 인용 자료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연구된 

자료를 상으로 하고자 시 (2007년)에서 5년 (2003년)까지의 자료를 

선정하 다. 연구변수는 논문의 주제와 자 련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와 주제별 구분, 인용 자 사항을 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인용문헌 분석에 한 논문은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 연구동향

에 한 연구로 제한하 다. 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상호(1992)9)는 서지학이 문헌정보학내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기 하여 서지학의 연구 성과와 연구과제  망에 해

서 연구하 다. 한 서지학 연구의 심이 되는 서지학회의 구성과 활동, 연

구 성과, 연구과제  망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서지학 분야의 연구 활동은 30여 년 동안 한국

학 연구에 기본이 되는 고 자료  문화재, 고인쇄 문화에 집 되었다고 

분석하 다. 연구자들의 유형은 차 한국학 분야의 진학자에서부터 미국식 

8) 이란주, 임지혜. 앞의 논문. 1-22.

9) 김상호. 1992. 의 논문. 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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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학 교육을 체험한 도서 학자, 재에는 학부 때부터 서지학 교육을 받

은 연구자들로 바 었다고 분석하 다. 박사학  논문은 1978년이래 14편이 

발표되었는데, 주제가 모두 고문헌  인쇄문화에 한 것으로, 도서 학 

계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 은 차 감소하 다. 앞으로 서지학은 고문헌에 

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며, 동시에 체계서지학 인 연구를 하기 해

서 련분야 학자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문헌도 주제

별, 유형별로 조사하여 체계를 세우고, 외국문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한 서지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한, 문헌정보의 효율 인 근과 제공

을 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한국의 고   문화재, 북한을 이해하기 

해서 문헌에 한 서지학  조사연구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들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순애(1997)10)는 문헌정보학내에서의 서지학 연구에 한 일반 인 인식

을 제고하고자 서지학회에서 발행하는 서지학연구 1-12집(1986〜1996)에 

실린 122건의 논문을 바탕으로 계량 서지학 인 분석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서지학 연구 분야 자들의 유형과 소속기 , 자료별, 언어

별 특성을 분석하 다. 주제 구분을 해서 주제 역을 8개로 나 고 다시 

세분화하여 34개 역으로 나 었다.

  이 연구의 결과, 연구자들은 독자 인 연구를 하며, 부분 학이나 문

가 그룹에 속하 다. 주제 역에서는 본학과 목록학이 우 를 차지하 으

나, 새로운 이론체계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문학

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 인용횟수는 한 편당 68.27회 으며, 

인용문헌은 부분이 동양권에 치우쳐 있었다.11)

  이란주, 임지혜(2002)12)의 연구에서는 서지학연구 19-22집(2000〜2001)

에 실린 논문 51편과 인용문헌 1,321개를 바탕으로 계량 서지학 인 근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논문의 주제, 자,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주제별 구분,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 자를 분석하 다.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주제 분야이 있어서는 본학의 연구비 이 가장 컸으며, 연

구그룹은 교수들로서 부분 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이었다. 참고문헌의 유형

10) 강순애. 1997. 의 논문. 1-22.

11) 이란주, 임지혜. 2002. 의 논문. 5.

12) 이란주, 임지혜. 2002. 앞의 논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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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인용 자

주제분야, 인용문헌수 인용된 문

헌의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인문학  성격변화가 없음, 역사

학 분야 연구가 병행되어야함.

본학/교수/단행본(498)/서지

학연구(역사학)/한국(한국어)/김

성수

과 수에서는 단행본으로 498종이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 서지학연

구이며, 발행국과 사용된 언어는 한국과 한국어이다. 自引用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자는 김성수 으며, 가장 많이 인용된 자는 천혜 , 황수 , 김

두종의 순서로 인용되었다. 인용된 문헌의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인

문학  성격변화가 없어 역사학 등 타 분야 학문과 연구가 병행되어야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상호, 강순애, 이란주⋅임지혜가 공통 으

로 서지학 연구의 논문주제, 자집단을 조사하 지만 특별하게 다른 역과 

차이를 보인 것은 언어(김상호), 문헌의 나이(강순애)에 해 언 하지 않았다

는 이다. 이것은 서지학의 학문  특성이 국내 자료를 통해 부분 연구되어

지고, 인용문헌 한 고문서가 많으므로 나이 분석이 다른 분야에 비해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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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측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김상호는 서지학회 활동, 

강순애는 각 논문의 인용문헌 수의 평균(1편당 68.27회)를 제시하 다. 그러나 

김상호의 경우 강순애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지만, 역사 인 가치 연구

에 치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반면, 이란주⋅임지

혜의 연구는 연구의 방향과 목 에 있어서 유사한 이 많으므로 본 연구의 기

본 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 를 두고 선정한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서 서지

학이 문헌정보학 내에서 는 다른 분야와 어떠한 련성을 갖고 있는지, 서지

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주로 어떤 것인지, 서지학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인

용문헌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참고문헌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한 것도 함

께 알아보고자 한다.

3. 인용분석

3.1 논문의 주제와 자 련 사항

  서지학 분야에 한 주제 역을 구분함에 있어 조형진은 국과 일본의 서지

학 역에 한 연구에서 크게 7개 분야로 나 고, 이를 다시 24개 역으로 세

분하 다.13) 강순애의 연구에서는 서지학의 주제 분야를 8개로 나 고, 이를 다

시 34개 역으로 세분하 다.14)

  본 연구에서는 강순애의 8개로 나  주제 분류표15)를 참고하여 논문의 록

을 읽어보고 주제 분류를 나 었다. 

13) 曺炯鎭. 1995. 東⋅西洋 書誌學의 硏究領域 鳥瞰. 書誌學硏究, 11 : 167-188.
14) 강순애. 1997. 의 논문. 9.

15) 주제 분류표 8개는 다음과 같다. 서지학 일반  응용, 교감학, 목록학, 본학, 고문서, 

고문헌 리, 도서 사, 기타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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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서지학일반  응용 - 서지학의 다른 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교감학

- 교감을 해야 하는 원인⋅ 상⋅목 ⋅조건⋅방법  태도

- 고문헌의 자⋅ 술연 ⋅ 술내용에 한 辨僞⋅ 證⋅ 

輯佚⋅刪削⋅정리교정⋅문자 조⋅異同비교⋅착오정정

목록학

- 서목의 발생과 발 ⋅목록의 명칭⋅종류⋅분류⋅의의⋅효용  

 편찬원칙

- 색인⋅해제⋅ 록 등 참고문헌류

본학

- 刊⋅寫의 종류(필사⋅목 ⋅활자⋅石印⋅鉛印⋅ 印⋅ 인본)

- 도서의 정의⋅명칭⋅기원⋅종류  발달과 본의 종류(원고

본⋅ 사본⋅사경⋅선본⋅번각본⋅ 간본⋅ 간본 등)

- 본의 특징(간행방법⋅표지문양⋅行款⋅ 식⋅자체⋅避諱⋅

刻手⋅장서인⋅종이⋅먹색⋅출 연 와 장소 등)

- 인쇄술의 기원과 발달⋅활자의 종류와 특징⋅서 의 賜⋅  

서사재료의 발달⋅장정의 종류⋅曝書 등

고문서

- 고문서의 발생⋅형성⋅변천⋅발 규칙 등

- 고문서의 정의⋅기원⋅종류⋅체제⋅형식⋅특징  발달,   

고문서 사업과 문서업무 발 의 역사 등

고문헌 리
- 고서의 수집범 ⋅방법과 원칙⋅분류와 편목⋅고서목록 

편찬⋅보존⋅장서루의 규정⋅이용규칙 등

도서 사
- 서 을 보 하기 한 藏書樓의 명칭⋅기능⋅변천과 발달, 

문헌정보 운 리기 의 발 과 활동역사, 장서제도 등

기타 련연구 - 기록 리학⋅서  등

〈주제분류표〉16)

* 주제 결정에 있어 연구자 본인의 주 인 견해를 완 히 배제하지 못하 다. 

  먼  주제별로 논문을 나 어 보았을 때 본학이 95건으로 비 이 가장 컸

으며, 서지학일반  응용(27건), 기타 련 연구(18건), 고문서(9건), 목록학  

교감학(7건), 도서 사(4건), 고문헌 리(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란주⋅

임지혜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분석 데이터가 많은 결과이거나 

서지학계에서도 연구 역이 넓어지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16) 曺炯鎭. 1995. 의논문. 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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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제영역 
(단  : 건수)

             권호
주제영역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계

서지학일반  응용 2 1 1 3 4 4 3 1 2 3 3 27

교감학 2 1 1 1 1 1 7

목록학 1 2 2 1 1 7

본학 12 9 7 8 14 8 4 8 7 4 5 4 5 95

고문서 1 1 1 1 2 1 2 9

고문헌 리 1 1 2

도서 사 1 1 2 4

기타 련연구 2 2 1 3 2 1 1 2 1 2 1 18

소계 16 12 10 11 20 16 11 19 14 9 10 11 10 169

                        

  자 련 사항에서는 자의 신분을 조사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저자신분 사항
  (단  : 명)

                              권호
  신분 25-37집

자신분

교수

공 27

비 공 10

연구교수 1

강사
공 3

비 공 2

학 연구사 5

문화재분석담당 1

연구원 2

박사과정 3

석사과정 2

사서 1

기록연구사 1

한국학 앙연구원 2

기타 2

소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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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련 사항은 25집〜37집까지 자는 모두 62명이다. 28집의 청주직지축

제 학술 회 특집호 에서 외국인인 Dr. Eva-Maria Hanebutt-Benz의 「직

지의 의미」는 록만 수록이 되어 있어 제외시켰다. 그 외 노기춘은 연구교수

와 강사(29집 이후부터 강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강사로 분류하 으며, 옥 정

은 사서와 교수(31집 이후부터)로 기록되었으나 사서로 분류하 다. 기타에는 

속활자장인 임인호, 인산학연구원장인 김윤수이다. 한국학 앙연구원 소속 2

명은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아 따로 구분하 다.

  논문 투고 연구자를 살펴보면, 학 연구사 5명, 문화재분석담당 1명, 연구원 

2명, 박사과정 3명, 사서 1명, 기록연구사 1명 등이며, 논문 투고자  교수와 

강사는 서지학 비 공자도 논문을 투고하고 있어 공과 비 공으로 나 었다. 

교수신분은 연구교수 1명, 비 공교수 10명, 공교수(명 교수 포함) 27명으로 

교수그룹이 38명으로 총인원의 61.2%를 차지하고 있어 이란주⋅임지혜의 연구

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서지학계 연구자 층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17) 비 공 교수들의 공을 살펴보면, 술학, 정치⋅행정⋅언론학, 고고미술

사학, 동양사학, 신문방송학, 어 문학, 서 학, 미술사학, 공 학 등 다양하

다. 

3.2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의 유형으로는 원문,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 논문, 보고서, 신문, 사

, 기념논문집, 인터넷 자원, 기타(CD-ROM  법령), 방송도보, 슬라이드 등 

12개 역으로 나 었다. 세부 으로는 단행본을 원 자 술서, 번역서, 외국

원서로 나 었고, 연속간행물을 학술지와 잡지로, 학 논문을 석사와 박사 논문

으로 나 었다.

17) 자 33명  23명이 교수 그룹으로 69.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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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단  : 건‧권‧편‧종)

         권호

유형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계 합계

원문 32 48 40 20 89 36 53 78 51 31 37 45 37 597 597

단행본

원 자

술서
91 58 87 93 143 72 80 140 81 90 37 68 41 1,081

1,302
번역서 3 3 1 1 1 9

외국원서 14 12 14 64 15 13 2 13 8 1 33 20 3 212

연속

간행물

학술지 99 50 43 117 113 52 48 61 61 61 45 61 61 872
877

잡  지 1 1 1 1 1 5

학

논문

석  사 13 2 4 15 2 6 6 4 22 9 4 87
161

박  사 10 8 2 7 3 12 5 9 5 3 10 74

 보고서 7 3 3 1 1 1 7 7 1 1 2 3 37 37

 신문기사 7 4 1 1 8 21 21

 사 2 4 14 1 2 3 2 1 1 1 2 33 33

 기념논문집 1 1 3 4 1 10 10

 인터넷 자원 13 2 1 2 4 7 13 4 2 1 49 49

 기타(CD-ROM 

 법령)
2 2 1 2 1 2 8 18 18

 방송보도 2 6 1 9 9

 슬라이드 1 1 1

 소계 285 198 191 311 406 184 197 326 226 230 167 230 164 3,115 3,115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나 어졌다. 첫째, 원문은 조선왕조실

록의 경우 논문에 기재된 그 로 각 왕조별로 나 었다. 둘째, 단행본을 세부 

분류하 다. 서지학의 학문 특성상 원문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을 고려, 

연구자들의 좀 더 상세한 인용패턴을 연구하기 해서 원문의 번역서와 자가 

직  술한 술서(외국서 포함)를 따로 구분하 다. 여기서 번역서는 자가 

단순히 원문을 번역한 경우와 원문을 자가 번역하고 동시에 평가한 것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셋째,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잡지로 나 었다. 학술지는 일

반 잡지와는 다르게 여러 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자료들이므로 잡지와 비교하여 

좀 더 학술 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타항목에는 CD-ROM  

법령집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가장 많이 참고문헌을 인용한 횟수는 29집의 406회 고, 가장 게 

인용한 횟수는 37집의 164회 다. 자(62건) 비 체 인용문헌수(3,115건)의 

비율은 평균 50건이었으며, 논문편수(169건) 비 인용문헌수(3,115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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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4건이었다.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헌의 형태는 단행본(1,302권), 연

속간행물(877권), 원문(597권), 학 논문(161편), 인터넷자원(49건), 보고서(37

권), 사 (33권), 신문기사(21건), 기타(18종), 기념논문집(10권), 방송보도(9건), 

슬라이드(1종)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단행본의 경우 원 자(원서포함)가 1,293권으로 참고

문헌 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연속간행물은 학술지가 877권으로 역시 참

고문헌 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서지학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때

가 많으므로 원문이 597권으로 참고문헌 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 논

문 한 161권으로 참고문헌 체의 5%를 차지하고 있어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학 논문이 참고문헌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란주⋅

임지혜의 연구에는 없던 참고문헌으로는 인터넷자원과 CD-ROM  법령, 방

송보도, 슬라이드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지학의 학문 분야의 인용 자료

로써 原典뿐 아니라 최근의 인터넷  자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인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학술지의 종류  주제별 구분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잡지 두 가지로 세분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의 종류와 주제별 구분에 한하여 살펴보았다. 학술지  연구자들이 10회 이상 

인용한 학술지로는 서지학연구(197건), 규장각(31건), 고인쇄문화(23건), 
한국도서 ⋅정보학회지(15건), 계간서지학보(14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건),  미술 연구(11건), 진단학보(10건), 동방학지(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학술지의 횟수는 모두 215회 다. 10회 이상 인용되지는 않았

지만 문헌정보학과 련이 있는 학술지는 문헌정보학보, 도 월보, 국회도

서 보, 도서 학, 도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와

는 다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 안에서 서지학외의 분야와 련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서지학과 깊은 연 이 있는 역사학, 한국

학 련 학술지인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연구, 한국사 시민강좌, 한국

18)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련이 있는 학술지의 인용은 극히 은 것

으로 나타나 있다. 한 문헌정보학안에서 서지학외의 분야와 련성이 매우 미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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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 민족문화논총,  동문화연구석, 역사학보는 자주 참고문헌으로 인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인용한 학술지의 종류는 모두 119회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공통 으로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가 거의 없

다는 사실을 알려 다. 다시 말해 각각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주제 방향과 맞닿

은 다양한 학술지와 논문집을 연구에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인용방향과 연구방향을 알기 해서 서지학을 제외한 주제별로 

구분해 본 결과, 사학(44), 불교학(23), 학논문(18), 문헌정보학(17), 국어국문

학(16), 한국학(15), 미술(9), 인쇄⋅출 학(7)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이한 주제

로는 종이⋅펄 , 재료과학, 언론학, 기록 리학, 교육학 등의 주제도 있었다.

  

3.4 인용 자 사항

  인용 자사항은 自引用과 他引用으로 구분하 다. 타인용의 경우 다시 인용

된 자와 그 횟수에 해 조사하 다. 횟수는 한 가지 문헌이 인용된 횟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쓴 논문이 2번 이상 인용되었을 경우에만 조사하 다. 자인

용을 한 자는 김성수가 36집의 11번을 인용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5집의 강순애(6번), 37집의 한미경(5번), 37집의 박문열(5번), 25집의 권희경 

(4번) 등이었다. 한번도 자인용을 하지 않은 자는 107명이었다. 이는 총 자 

184명  58%를 차지하고 있다. 타인용 항목을 살펴보면, 각 논문에서 2번 이

상 인용한 연구자들은 강순애 등 모두 46명으로 나타났다. 이  29집의 윤상

기(7번), 25집의 윤병태(7번), 36집의 권희경(6번)이 한 논문 속에서 단일 자

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25-37집의 논문에서 자인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자는 천혜 (33번), 윤병태(29번), 남권희(21번), 강순애(19번), 윤상기

(12번), 배 숙(11번), 권희경(11번), 유탁일(10번) 등의 순서로 많이 인용되  

었다.

3.5 선행연구와의 비교

  본 논문의 주제 분야와 문제에 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란주⋅임지혜의 연

구와 매우 흡사하다.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에서는 서지학연구 19-22집에 실

린 논문 51편과 인용문헌 1,321건을 바탕으로 계량서지학 인 근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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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학 연구 분야 자의 논문의 주제, 자,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주제별 구분,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 자를 분석하 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자의 직 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주

요 계층을 알 수 있었다. 공동연구와 련해서는 169편  11편으로 매우 미미

하게 나타고 있어 서지학 연구자들이 독자 인 연구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 련 사항에서 주제 역이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에서는 본

학, 고문헌 리, 목록학, 도서 사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학이 

95건으로 비 이 가장 컸으며, 서지학일반  응용, 기타 련 연구, 고문서, 목

록학  교감학, 도서 사, 고문헌 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경향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분

석 데이터가 많은 결과이거나 서지학계에서도 연구 역이 넓어지고 있는 경향

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용문헌 분석에서는 인용횟수, 유형을 변수로 채택하 는데, 조 씩 차이가 

있다. 먼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에서는 인용한 참고문헌이 평균 26건, 인용문

헌 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기타 역, 신문, 학 논문, 기념논문집, 사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용한 참고문헌이 평균 18건, 인용문헌 

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학 논문, 인터넷자원, 보고서, 사 , 신문기

사, 기타, 기념논문집, 방송보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이란주⋅임지혜의 연

구에는 없던 참고문헌으로는 인터넷자원과 CD-ROM  법령, 방송보도, 슬라

이드 등을 인용한 연구도 서지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 자에서는 이란주⋅임지혜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인용을 하는 연

구자들이 반가량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두 연구에서 공통된 여러 변수들의 값이 거의 바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서지학의 연구 역이 아직 크게 바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고문헌 유형에서 보듯이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자원이 학술

지나 단행본에만 머물지 않고 차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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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 연구의 추이와 동향을 알아보기 하여 서지학 련 

연구 작인 서지학연구의 최근자료인 25집-37집(2003〜2007)에 실린 169편 

논문과 3,115건의 인용 자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변수는 논문의 주제와 

자 련 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와 주제별 구분, 인용 자 

사항 등 4개 분야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주제는 본학이 95건으로 비 이 가장 컸으며, 서지학일반  

응용(27건), 기타 련 연구(18건), 고문서(9건), 목록학  교감학(7건), 도서

사(4건), 고문헌 리(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지학계에서도 연구 역이 

넓어지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한다. 자는 모두 62명으로 자들의 신분은 교

수그룹이 38명(61.2%)으로 서지학계 연구자 층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에서는 자 비 인용문헌수는 평균 50건이었으

며, 논문편수 비 인용문헌 비율은 18.4건이었다. 자주 인용하는 문헌의 형태

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학 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는 없던 

인터넷 자원과 CD-ROM  법령집, 방송보도, 슬라이드 등이 있어 다양한 형

태의 자료가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용된 학술지의 종류는 서지학연구, 규장각, 고인쇄문화, 한국

도서 ⋅정보학회지, 계간서지학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미술 연

구, 진단학보, 동방학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안에서 서지학

외의 분야와 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지학을 제외한 학술지

의 주제는 사학, 불교학, 문헌정보학, 국어국문학, 한국학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자들의 인용 자는 반가량이 자인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이 의 련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문헌정보학내의 다른 분

야와 학문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학, 한국학 련 학술지

인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연구, 한국사 시민강좌등이 자주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어 서지학회에서 발행하는 서지학연구의 문 인 주제 성격을 

반 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많은 향을 받는 

문헌정보학의 한 분과인 서지학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 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으로는 인터넷자원과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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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방송보도, 슬라이드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지학의 학문 분야

의 인용 자료로써 原典뿐 아니라 최근의 인터넷  자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자들도 지 하 듯이 서지학 연구자들은 문헌정보학자나 타 분야 연

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나 공동연구를 통해 서지학의 질  향상과 상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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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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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 초  록 〉

도서 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공공도서 으로 하여  충실한 사회  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된 ｢도서

법｣은 지 까지 제․개정된 어느 도서 법보다도 도서  본연의 기능  책

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확 와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인하여 

1) 구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aegu.ac.kr)

2)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  사서 (publib@naver.com)



18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도서 의 정책수립 기능이 지역차원에서도 필요함

에 따라 지역의 도서  정책 혹은 시책을 검‧평가하고 검토할 담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요한 실  과제는 공공

도서  행정체계의 일원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공공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직  행정직을 상으로 행정체계의 문제에 한 인식도

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Abstract>

Changes in environments around libraries require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public libraries. The ｢Library law｣ which 

has operated since April 5th, 2007 stresses more on libraries' function 

and responsibilities than previous library laws. Library policy making at 

central government's level has to be established and executed at the 

community level because of the extension of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increase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so, there is a need of an 

institution which takes full charge of the establishment, examination and 

assessment of regional library policies or measures. Among these tasks,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challenge is the unification of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survey and how librarians and administrators in Gyeongsangbuk-do 

public libraries realize the problems of the library administration system.

  Key words  : 공공도서 , 도서  행정체계, 도서 경

             Public Library,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Libra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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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종래의 산업사회가 인터넷과 지식기반의 경제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지식정보 

보고인 동시에 유통서비스 거 인 도서 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 

비 도 계속 증 되고 있다. 외 으로는 국제사회의 개방화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물결이 국경을 월한 자형 서비스 요구로 다가오고 내 으로는 소득

증 와 문화수  향상으로 도서 에 한 의 수요가 증하고 고 화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도서 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외

연확 의 측면에서는 1963년 ｢도서 법｣을 제정할 당시에 27개이던 공공도서

이 2007년말을 기 으로 572개 으로 증가하 고, 기능  측면에서도 단순한 

조물이라는 고답  인식에서 디지털 첨단정보로 무장한 역동  공간  체계

 제공 장소로 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정보 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공간  다양한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문화의 산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계의 최  문제 으로 간주되는 행정체계의 난맥은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디지털 시 의 지역주민을 한 지식정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의 도서  

행정체계를 보면 국가차원의 정책기능은 문화체육 부가 장하고, 앙의 

할부처는 행정안 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일선의 운 주체는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나 어져 있다. 특히, 운 체계의 이원화는 공공도서  상호

간의 정책  공조, 인사이동과 인력활용, 장서개발과 공동보존, 상호 차와 문헌

제공 사, 각종 문화 로그램의 운 , 직원연수  세미나 개최 등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 인 문제 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도서 의 선진국형 시스템과 

발 을 기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직  행

정직을 상으로 행정체계의 문제와 개선에 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하고 바람

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조사 상을 경북지역으로 한정하 기 때문

에 다른 시․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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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도서  행정체계에 한 인식도 조사방법

2.1 조사 상과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2007년 10월 재 경북지역의 공립 공공도서 에 근

무하는 사서직  행정직이며, 모집단은 총 248명이다. 이들의 운 주체별 황

은 <그림 1>처럼 교육청 소속이 171명(69.0%), 자치단체 소속이 77명(31.0%)

이고, 직렬별로는 사서직이 165명(66.5%), 행정직이 83명(33.5%)이다.

운영주체별

교육청
소속
171명

(69.0)%

자치단체
소속
 77명

(31.0)%

직렬별

 사서직
 165명

(66.5%)

행정직
 83명

(33.5%)

<그림 1>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수 현황 

이들 에서 설문 응답자의 운 주체  직렬별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즉,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직  방문 

 우편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체 직원 77명 가운데 52명(67.5%)이 응답하

으며, 이들의 직렬별 구성은 사서직이 38명(73.1%), 행정직이 14명(26.9%)이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은 2007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웹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체 직원 171명 가운데 104명(60.8%)이 응답하 다. 

직렬별 분포는 사서직이 91명(87.5%), 행정직이 13명(12.5%)이다.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21

교육청 소속

 행정직
 13명

(12.5%)

사서직
 91명

(87.5%)

자치단체 소속

사서직
 38명

(73.1%)

행정직
14명

(26.9%)

<그림 2> 응답자의 운영주체 및 직렬별 분석 

2.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여러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즉 1∼5번까지는 ‘일반 인 배경’을, 6∼10번까지는 ‘행정체계 일원화 인

식 조사’를, 11∼14번까지는 일원화 이후의 공공도서  상황을 ‘도서  운   

업무간섭’, ‘도서  재정의 변화’, ‘사서직 인력부족의 해소’, ‘도서 의 발  가능

성’ 등으로 세분하여 질의하 으며, 15∼17번까지는 ‘이원체제 하에서의 도서  

업무교류  정보교환의 정도’, ‘도서  운 상의 어려움’, ‘향후 공공도서  업

무의 요성과 우선순 ’로 각각 구성하 다. 설문지의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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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구성내용

구분 조사내용
문항

번호

일반  배경

 성별 1

 연령 2

 학력 3

 자격증 4

 직 5

행정체계 

일원화에 한 

인식

 앙정부의 정책  우선순 6

 행정체계 이원화에 한 만족도 7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한 선결조건 8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 9

 자치단체 소속으로의 이 에 한 인식 10

행정체계 일원화 

이후의 변화에 

한 인식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도서  운   업무간섭 11

 도서  재정의 변화 12

 사서직 인력부족의 해소 13

 도서 의 발  가능성 14

기

타

상호 력  이원체제 하에서의 도서  업무교류  정보교환의 정도 15

도서  운  도서  운 상의 어려움 16

업무 요도  향후 공공도서  업무의 요성과 우선순 17

3. 공공도서  행정체계에 한 인식도 분석

3.1 앙정부의 정책  우선순

먼 , 앙정부가 공공도서 을 발 시키기 하여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에 하여 질의한 결과, <표 2>처럼 63명(40.4%)이 첫 번째로 ‘도서  행

정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으며, 그 다음으로 53명

(33.9%)이 ‘도서  문요원의 증원배치  양성’에, 37명(23.7%)이 ‘도서  증

설  시설 개․보수’에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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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도서관

증설 및 

시설 개․보수

도서관 

전문요원의 

증원배치 및 

양성

도서자료 

구입예산

의 증액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급 4 1 1 - 6

104

6급 11 4 6 - 21

7급 14 9 5 - 28

8-9급 9 8 19 - 36

행정직 2 6 3 2 13

소계(%) 40(38.5) 28(26.9) 34(32.7) 2(1.9) 104(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급 - - - - -

52

6급 2 1 4 - 7

7급 6 3 6 - 15

8-9급 8 2 6 - 16

행정직 7 3 3 1 14

소계(%) 23(44.2) 9(17.3) 19(36.5) 1(1.9) 52(100)

계(%) 63(40.4) 37(23.7) 53(33.9) 3(1.9) 156(100)

<표 2>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우선정책의 분석

이들을 직렬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사서직의 경우 체 응답

자의 54명(41.9%)이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를 가장 시하 고 그 다음 47

명(36.4%)이 ‘도서  문요원의 증원배치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

직은 체 응답자의 9명(33.3%)이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와 ‘도서  문요

원의 증원배치  양성’에 각각 응답하 다.

<그림 3>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우선정책의 직렬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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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앙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은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라 할 

수 있다. 운 주체를 불문하고 체 응답자의 40%가 이를 우선 정책으로 인식

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한 력과 공조의 어려움을 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당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장

과 행정안 부장 이 원으로 참여하는 통령 소속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

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서 계 숙원으로 간주되어 온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극 모색해야 한다. 

3.2 행정체계 이원화에 한 만족도

이원화된 공공도서  행정체계에 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70명(44.9%)이 ‘불만족한다’에, 51명(32.7%)이 ‘그  그

다’에 의견을 표명하 다. 체 으로 92명(59.0%)이 이원화된 행정체계에 

하여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이러한 경향은 운 주체나 직렬을 불문

하고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 한 반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정보정책 원회, 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 부 그리고 공공도서 의 할주

체인 행정안 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체계의 개선 내지 일

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3> 이원화된 행정체계에 대한 만족도

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 - - 2 3 1 6

104

6 - - 4 13 4 21

7 - 1 11 13 3 28

8-9 1 4 15 11 5 36

행정직 - 1 5 7 - 13

소계(%) 1(1.0) 6(5.8) 37(35.6) 47(45.2) 13(12.5) 104(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 - - - - - -

52

6 - - 2 3 2 7

7 - 3 7 5 - 15

8-9 - 1 2 8 5 16

행정직 - 2 3 7 2 14

소계(%) - 6(11.6) 14(26.9) 23(44.2) 9(17.3) 52(100)

계(%) 1(1.0) 12(7.7) 51(32.7) 70(44.9) 22(14.1) 1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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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체계 일원화를 한 선결조건

정부가 공공도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기 에 우선 으로 시행해야 할 조

건이 무엇인지에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우선순 는 58명

(37.2%)이 ‘도서  련 이해집단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 고, 그 다음으로 48명(30.8%)이 ‘ 앙정부의 정확한 지침이나 차 마련’, 

32명(20.5%)이 ‘도서 법  련 법률의 제․개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앙정부는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기 에 역시도별 는 

운 주체별로 다양하고 심층 인 의견조사와 더불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 행정체계의 일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상 갈등이나 각종 법령 

등의 개정내용 등을 일선의 공공도서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이나 차를 마련해야 한다.

<표 4>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도서관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조사

중앙정부의

정확한 지침과 

절차 마련

도서관법 및

관련 법률의 

제 ․개정

도서관 

재정확충 및 

인력확보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 1 3 2 - 6

104

6 8 8 5 - 21

7 6 11 9 2 28

8-9 18 6 6 6 36

행정직 5 4 1 3 13

소계(%) 38(36.5) 32(30.8) 23(22.1) 11(10.6) 104(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 - - - - -

52

6 2 2 - 3 7

7 5 3 5 2 15

8-9 5 8 2 1 16

행정직 8 3 2 1 14

소계(%) 20(38.5) 16(30.7) 9(17.3) 7(13.5) 52(100)

계(%) 58(37.2) 48(30.8) 32(20.5) 18(11.5) 1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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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체 응답자의 76명(48.7%)이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의 이 ’에 

가장 많은 의견을 피력하 으며, 그 다음으로 35명(22.4%)이 ‘자치단체와 교육

청간의 력ㆍ조정강화’와 ‘자치단체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의 이 ’에 동일

하게 응답하 다. 

<표 5>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응답

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관 

자치단체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이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조정 

강화

교육청의 

도서관설립

․운영 강화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 5 - 1 - 6

104

6 15 3 2 1 21

7 14 6 6 2 28

8-9 12 7 16 1 36

행정직 2 5 2 4 13

소계(%) 48(46.2) 21(20.2) 27(26.0) 8(7.7) 104(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 - - - - -

52

6 6 1 - - 7

7 9 3 3 - 15

8-9 6 6 3 1 16

행정직 7 4 2 1 14

소계(%) 28(53.9) 14(26.9) 8(15.4) 2(3.9) 52(100)

계(%) 76(48.7) 35(22.4) 35(22.4) 10(6.5) 156(100)

이들의 운 주체별 응답결과는 <그림 4>와 같이 교육청 소속의 경우 48명

(46.2%)이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에 가장 많이 응답하 으

며, 그 다음 27명(26.0%)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력ㆍ조정 강화’에, 21명

(20.2%)이 ‘자치단체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이 ’에 응답하 다. 반면에 자

치단체 소속의 경우는 28명(53.9%)이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14명(26.9%)이 ‘자치단체 소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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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으로 이 ’에 의견을 제시하 다. 이처럼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자

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정책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에 응답한 총 76명

을 상으로 다시 ‘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해야 하는가’에 하여 질의한 결

과, 총 51명(67.1%)이 ‘공공도서 은 교육기 이라기보다는 문화기 에 더 가깝

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 고, 그 다음이 ‘교육청의 도서  련 산이 

어 도서  증설, 인력 충원, 자료 구입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 로 교

육청 소속으로 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45명(교육청의 공공도서  설립ㆍ운  

강화(10명) + 자치단체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의 이 (35명)) 에서 ‘왜 교

육청 소속으로 운 되어야’ 하는지에 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20명(40.4%)이 

‘공공도서 은 문화기 이라기보다 교육기 이므로’에 응답함으로써 도서 의 

정체성에 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4>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운영주체별 분석 

요컨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운 주체를 불문하고 ‘교

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국

인 인식도 조사와 함께 일원화의 로드맵을 조속히 비해야 한다. 다만, 이원화

된 재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공공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교육청 소속의 도서 에 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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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육청 소속의 자치단체로 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는 것에 하여 조사

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체 으로 81명(51.8%), 즉 53명(33.9%)

이 ‘동의한다’에, 28명(17.9%)이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함으로써 부정  의견을 

피력한 55명(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운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

청 소속은 33명(31.7%)이 ‘동의한다’에, 28명(26.9%)이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

답함으로써 정  의견인 50명(48.0%)이 부정  의견인 36명(34.6%)보다 높

게 나타났다. 자치단체 소속은 20명(38.5%)이 ‘동의한다’에, 16명(30.8%)이 ‘동

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함으로써 체 으로 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높

게 나타났다. 

<표 6>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치단체로 이관에 대한 인식

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 2 3 1 6

104

6 4 11 1 3 2 21

7 5 9 6 7 1 28

8-9 6 8 9 9 4 36

행정직 - 2 1 9 1 13

소계(%) 17(16.3) 33(31.7) 18(17.4) 28(26.9) 8(7.7) 104(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 - - - - -

52

6 2 4 - 1 - 7

7 3 6 1 5 - 15

8-9 2 4 1 7 2 16

행정직 4 6 - 3 1 14

소계(%) 11(21.1) 20(38.5) 2(3.8) 16(30.8) 3(5.8) 52(100)

계(%) 28(17.9) 53(33.9) 20(12.8) 44(28.2) 11(7.2) 156(100)

그리고 직렬별 응답결과는 <그림 5>처럼 사서직은 45명(34.9%)이 ‘동의한

다’에, 32명(24.5%)이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하 다. 사서직 체의 경우는 

69명(53.5%)이 정 으로 생각하여 부정 으로 응답한 41명(31.8%)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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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의 반 이상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는 것을 찬성하 다. 반면에 

행정직은 12명(44.4%)이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 고, 그 다음으

로 8명(29.7%)이 ‘동의한다’에 응답함으로써 체 으로 정  의견보다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에 대한 직렬별 분석

한편, ‘교육청 소속 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해야 하는가’에 동의한 

81명을 상으로 ‘자치단체로 이 할 때 상되는 문제 ’을 다시 질문한 결과, 

<표 7>과 같이 36명(44.4%)이 ‘직 조정, 승진, 이동 등 인력 리의 어려움’에 

응답하 고, 그 다음 30명(37.0%)이 ‘재산이 의 어려움’을 지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신분이동에 한 막연한 두려움 내지 불

안감에 오는 심리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재산이 의 어려움’은 

오래 부터 일원화를 반 한 교육인 자원부의 핵심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의 재산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 이 없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문화 술진흥원 199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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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치단체로 이관시 예상되는 문제점

운영

주체

직

렬

직

급

재산 

이관의

어려움

도서관장

직급 

조정의

어려움

인력 

관리의

어려움

운영예산

확보의 

어려움

서비스 

중복조정

의 어려움

소계 계

교

육

청

사

서

직

5 4 - 1 - - 5

50

6 9 1 5 - - 15

7 5 1 7 1 - 14

8-9 3 - 9 1 1 14

행정직 1 - 1 - - 2

소계(%) 22(44.0) 2(4.0) 23(46.0) 2(4.0) 1(2.0) 50(100)

자

치

단

체

사

서

직

5 - - - - - -

31

6 - 4 2 - - 6

7 1 3 4 1 - 9

8-9 3 1 2 - - 6

행정직 4 - 5 - 1 10

소계(%) 8(25.8) 8(25.8) 13(42.0) 1(3.2) 1(3.2) 31(100)

계(%) 30(37.0) 10(12.4) 36(44.4) 3(3.7) 2(2.5) 81(100)

요컨  교육청 소속 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는 것에 하여 동의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한 교육청 소속의 도서  직원과 사서직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행정직은 소속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매우 염려하고 있

어 이에 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가 필요하다. 소속을 변경할 때 나타나는 ‘인

력 리  재산이 의 어려움’은 정부의 결단과 소속 공무원의 승  합의과

정이 필요하다. 

3.6 행정체계 일원화 이후의 변화

도서  행정체계가 일원화된 이후의 상황을 ‘도서  운   업무 간섭’, ‘도

서  재정의 변화’, ‘사서직 인력부족의 해소’, ‘도서 의 발  가능성’ 측면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과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각각 질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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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도서  운   업무간섭의 정도

먼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직원에게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된 후에 상

부기 이 도서  운   업무간섭에 어느 정도로 여할 것으로 상하는가에 

하여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104명 에서 73명(70.2%)이 ‘많이 간섭할 것

이다’로 측하 고, 20명(19.2%)이 ‘조  간섭할 것이다’로 망함으로써 체

의 89.4%(93명)가 상부기 의 간섭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

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직원에게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52명 에서 24명

(46.2%)이 ‘많이 간섭할 것이다’라고 상하 으며, 20명(38.5%)이 ‘조  간섭

할 것이다’로 망함으로써 체 84.7%(44명)가 상부기 의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요컨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이 자치단체로 이 되든, 반 로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이 교육청으로 이 되든 간에 모두 상부기 의 간섭을 크게 우려

하고 있다. 

3.6.2 도서  재정의 변화

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직원에게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된 이후에 도

서  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하여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104

명 에서 41명(39.4%)이 ‘조  충실해 질 것이다’로 망하 고, 24명(23.1%)

이 ‘많이 충실해 질 것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체의 62.5%(65명)가 정 으

로 측한 반면에 부정 으로 망한 비율도 26.0%(27명)에 달하 다. 자치단

체 소속 도서  직원에게 교육청 소속으로 이 된 이후의 도서  재정변화에 

하여 동일하게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52명 에서 20명(38.5%)이 ‘별로 충

실해지지 않을 것이다’에, 16명(30.8%)이 ‘조  충실해 질 것이다’에 응답하

다. 반면에 7명(13.5%)은 ‘  충실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함으로써 

반 으로 부정  망이 52.0%(27명)에 달하 다. 요컨  행정체계 일원화에 

따른 재정 충실화의 경우, 교육청 소속 직원과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망이 

상반되고 있다. 즉, 교육청 소속의 직원은 정 으로 상하는 반면에 자치단

체 소속의 직원은 부정 으로 망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할 경우 재정상태가 호 될 것으로 기 하는 반면

에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이 할 경우에 학교 심의 산

편성으로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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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사서직 인력부족의 해소

교육청 소속의 직원에게 도서 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될 경우에 사서직

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것인가에 하여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104명 에서 

18명(17.3%)이 ‘조  해소될 것이다’에, 3명(2.9%)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에 응

답함으로써 체의 20.2%(21명)가 해소될 것으로 상한 반면에 41.3%(43명)

는 ‘별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에, 14.4%(15명)는 ‘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에 응답함으로써 무려 55.7%(58명)가 부정 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응답결과

가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한 결과, <표 8>처럼 유의수  0.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치단체로 이 될 경우의 인력부족 해소는 사

서직이 행정직보다 으로 기 하고 있다. 

<표 8> 일원화 후 사서직 인력부족 해소에 대한 직렬간 T-검증결과

사서직 행정직 전체 t 자유도 유의수준

평균 3.55 2.92 3.47
2.08 102 .0402

표 편차 1.04 .86 1.03

다음으로 자치단체 소속의 직원에게 도서 이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될 경

우에 사서직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것인지에 하여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52

명 에서 22명(42.3%)이 ‘조  해소될 것이다’에, 21명(40.5%)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에 응답함으로써 체의 82.8%(43명)가 해소될 것으로 망한 반면에 

부정 으로 인식한 경우는 5.7%(3명)에 불과하 다. 

요컨  도서  행정체계가 일원화된 후의 사서직 인력부족 해소문제에 한 

인식은 교육청  자치단체 소속의 직원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로 이 될 경우, 실 으로 교육청 소속으로 존속할 때보다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 자치단체장의 심이 부족

하여 인력확충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교육청으로 

이 될 경우, 기 자치단체보다는 역화된 교육청 단 로 리되므로 재의 

부족한 사서직원이 상당히 충원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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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도서 의 발  가능성

먼  교육청 소속의 직원에게 공공도서 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되는 경

우에 도서 이 발 할 것으로 망하는지에 한 질의한 결과, 총 응답자 104

명 에서 32명(30.8%)이 ‘조  그 다’고 응답하 고, 14명(13.5%)이 ‘매우 그

다’에 응답함으로써 체의 44.3%(46명)가 정 으로 상한 반면에 부정

인 망은 26.9%(28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소속의 직원에게 공공

도서 이 교육청 소속으로 이 될 경우 도서 이 발 할 것인지에 하여 질의

한 결과, 총 응답자 52명 에서 7명(13.5%)이 ‘매우 그 다’로, 18명(34.6%)이 

‘조  그 다’에 응답함으로써 체의 48.1%(25명)가 정 으로 상한 반면에 

24명(46.2%)이 ‘그 지 않다’에, 3명(5.8%)이 ‘  그 지 않다’고 응답함으로

써 51.9%(27명)가 부정 으로 망하 다. 

요컨  공공도서  행정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그 후의 발  가능성에 한 

입장은 교육청  자치단체 소속의 직원간에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는 정 으로 상하며, 그 이유를 종합행정의 차원에서 도서  행정이 이루

어질 것으로 망한 반면에 후자는 교육청의 산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

정 으로 상하 다. 더욱 립되는 견해는 ‘도서  업무의 문성’에 한 입

장인데,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 소속의 이 에 따른 도서 의 발  가능성을 부

정 으로 보는 이유는 ‘ 문성 약화’인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의 직원이 정

으로 보는 이유는 ‘ 문성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재 교육청 

소속의 도서  업무의 문성이 자치단체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그 동안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난맥과 불합리성에 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

와 더불어 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압축하면 소극  방안과 극  방안으로 

양분할 수 있다. 자는 재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견고한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는 방

안, 즉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하거나 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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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어느 방안이 실 가능성이 높고 미래지향 인지에 해서는 입장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한 주무부처, 운 주체, 당사자 입장에 따라 선호하는 방안

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술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속기 에 따라 일원화를 

선호하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행정체계, 

국내 행정체계의 한계와 문제 을 감안하면 반드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에 

이해당사자의 인식도 분석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1 도서  상호 력 체계의 강화

우선 재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하되, 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한 실  내지 논리  근거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일거에 개편하기가 쉽

지 않다는 실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계법령을 개정하는 작

업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조와 수용이 제되어야 한다. 

둘째, 일각에서는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문제가 이원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력의 부실 내지 부재에 있다는 이유로 실 에 력강화를 선호하고 있다.

셋째,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획기  개편방안은 장기 으로 검토하고 신

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 실유지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 까지 교육청 소속의 도서 과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이 력할 

의사가 없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력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  한계가 력의 해요소로 작용하 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상호 력의 강화는 운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안과 무

하게 동종간 는 이종간, 그리고 내용과 상을 놓고 논의할 사안이다. 지

까지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난맥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해 발족한 통령 소속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도 행정체계 개선방안을 

극 검토할 정이다. 실  여건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의 반 가 심하며, 

주무부처  운 주체간의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근본  해결책

을 강구하지 않고 실 타 성 방안을 모색한다면 문화선진국의 심기 인 공

공도서 이 국민 서비스기능과 지역문화유산 보존기 으로서의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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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행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

는 방안은 안주형 내지 미 책에 불과하다. 더구나 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운 리의 비효율성과 낭비, 지역주민에 한 서비스 제공의 부실 등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한 바람직한 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4.2 교육청 소속으로의 일원화

다음으로 교육청 소속으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원화된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난맥상을 해소한다는 에서 술한 상유지 차원의 력체계 

구축보다 진일보한 안이다. 교육청 심의 일원화 방안의 주요 명분과 논리

 근거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설득력 있는 실  논거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이 자치단체 소

속의 경우보다 규모, 시설, 인력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문성이 높다는 이다. 

환언하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게 될 경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높은 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둘째,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할 경우에 장직

이 상향되고 조직규모도 확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은 역단 의 교육청을 심으로 운 되기 때문

에 인사교류  이동이 원활하며, 따라서 력시스템도 자연히 강화될 수 있다.

넷째, 역사 으로 공공도서 의 핵심기능 의 하나가 평생학습 지원기능이

므로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이 교육청 소속으로 이 될 경우에 공공도서 의 

교육  기능이 강화된다는 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할 경우에 상

술한 논거에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과 정체성 약화도 우려된다. 가장 근본 인 

문제는 공공도서 이 교육기 이냐 하는데 있다. ｢도서 법｣ 제2조 4호는 공공

도서 을 ‘공공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사

회의 문화발 에 기여하는’ 사회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평생교육기 으로 단

정할 수 없다.

둘째, 최근 공공도서  건립추이를 보면 도서  설립  운 에 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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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부  지역교육청의 의지가 약하여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으

로 이 할 경우에 별도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지속 인 설립과 확충

을 기 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면 그 주

된 명분은 교육기능에 있다. 그 다면 어떤 교육기능이냐가 논의의 핵심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학생의 교육지원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지원이 주된 내용

이다. 자는 학교도서 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공공도서 을 교육청 소

속으로 일원화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넷째,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이 할 경우에 교육재정의 

 확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근본 인 문제는 학교행정과 련된 교육

활동에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을 하여 공공도서 에 투

입하는 것은 교육청 산의 특성상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도서 의 이용계층을 분석하면 학생의 비율은 약 30% 내외인데 

비하여 일반시민의 비율은 70% 내외를 차지한다는 도 자치단체 소속의 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서울행정학회 2007, 

79).

여섯째,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할 경우에 공공도서 의 정체성이 크게 퇴색

되거나 심지어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증하는 표 인 사례

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무분별한 평생교육 로그램 개설과 운 이며, 여

히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지역 표도서  선정과 장직 문제를 빌미로 산하의 

모든 공공도서 의 명칭을 평생학습 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을 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여러 실  여건과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국제  사례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모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공공도서 을 평생학습 으로 변경하려는 의이다. 공공도서 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거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평생교육시설로 호도하면서 잿밥에 골몰하는 

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3 자치단체 소속으로의 일원화

모든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교육청이 설립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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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교육청이 탁ㆍ운 하는 교육청 소 의 모든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술한 행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지만 상술한 교육

청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는 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든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모는 <그림 6>

과 같다. 그리고 이 방안의 당 성과 유효성에 한 역사 , 법제 , 실  논

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신분변경

  - 재산이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27개관)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317개관)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그림 6> 자치단체 소속으로의 행정체계 일원화 방향

첫째, 가장 시되어야 할 것은 공공도서 의 정체성을 지식문화기 으로 정

립해야 한다는 이다. 도서 의 보편  기능은 자료의 수집, 조직(분류, 편목), 

보 (축 ), 제공( 사) 등이다. 부언하면 공공도서 은 각종 도서  자료를 수

집․정리․보존․축 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지역사회의 지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 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 에 입각하여 운 ㆍ 리되어

야 한다. 원래 자치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정치’ 등과 자주 혼용되고 

있다.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포 하면 지방자치가 되고 국가사무  권한의 

지방이양 내지 임이 추가되면 지방분권이 된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구체화하면 우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방의 피폐화를 비롯한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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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극복, 앙집 화  지역 불균형의 해소, 지역특성에 합한 사무처리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윤희윤 2004, 27). 새로운 ｢도서

법｣도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반 하여 도서  정책수립  추진주체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문화기반 인 라로서 지역도서  서비스체

제를 효율 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 한 실용  서비스 혜택을 증진시키고

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셋째,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도 교육자치를 지방

자치에 통합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그 기조를 반 한 공공도서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

률｣ 면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069호로 공

포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에서 도서 과 

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원회의 지 변경’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지

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4조를 살펴보면 기존에 지방의회와 독립 으로 운

하던 지방교육자치의 심의․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

원회로 환하도록 하 다. 이것은 그 동안 교육 원회의 상과 련하여 끊

임없이 제기된 문제 을 법률 으로 해결한 것이며, 지방의회 외의 독립된 주민

표기 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자치조직의 단일화를 의미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에 하여 강

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 통합하는데 치 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도 자치단체 소속으로 통합되어야 함은 

정부의 의지  법  근거에서 당 성을 찾을 수가 있다. 

넷째, 개정된 ｢도서 법｣은 지역 표도서 의 설치  운 을 규정하고 지방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의 구성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원장을 역시도지사

로 명시한 도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가 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

을 반증한다. 지역 표도서 은 역시도에 존재하는 모든 공공도서 의 지식정

보에 한 연계 활용성을 극 화할 목 으로 행정   물리  지원체제를 정

비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을 반 하는 실용 인 도서  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법  조치는 지방분권 패러다임을 실 하

기 한 법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사할 공공도서 의 역

할과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임함과 동시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신법의 취지에 걸맞게 지방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는 자치단체 소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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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 ,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를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논거

는 문화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정체성, 지방자치 패러다임에의 순응, 교육

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통합, 지역 표도서 의 설립  시도지사를 원장으로 

하는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의 운  등이다. 그 외에도 공공도서  이용자

의 70% 내외가 일반시민이며, 이들을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는 자치단

체의 기본사무에 해당한다는 이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역사성, 

실 으로 자치단체 소속보다 비교우 에 있는 인력과 자료, 평생학습 기능을 

내포하는 공공도서 의 성격 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서  행정체계의 일원화 방안은 진  내지 상당한 유 기간을 두

고 단계 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시한을 설정하여 일시에 환하는 방법이 있으

나, 자보다는 후자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서 계 숙원

사업으로 거론된 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가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 안주형 목소리도 지 않다. 만약 일원화 문제가 시 한 

사안이 아니라면 그래서 실을 인정하거나 행시스템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면, 시 착오  사고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을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 이기주의로 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후순 로 선택할 정책  과제로 간주

하거나 시범 용을 통하여 장기 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단하는 한 시스템

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5. 요약  결론

지식기반사회의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근과 이용, 문화 활동의 

개와 수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회문화  기반시설이다. 환언하면, 공공도

서 은 공 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 으로 하

는 시설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지식계발에 이바지하는 교육 , 문화 , 경제  

공공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선진국일수록 도서 의 인 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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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이유는 공공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 의 경우,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앙정부의 도서 정책이 일선의 공공도서 에서 신속하고 효

과 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운 체계의 

이원화는 도서  상호간의 정책  공조, 인사이동과 인력활용, 장서개발과 공동

보존, 상호 차와 문헌제공 사, 각종 문화 로그램의 운 , 직원연수  세미나 

개최 등에서 많은 역기능을 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서 시스

템의 선진화를 기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

직  행정직이 바라보는 행정체계의 문제에 한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행

정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먼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공공도서 을 발 시키기 하여 우선 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이다. 

둘째, 이원화된 행정체계에 한 인식은 운 주체나 직렬을 불문하고 반 이

상이 불만족하 다. 따라서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행정안 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한 선결조건으로는 운 주체나 직렬을 불문하고 

‘도서  련 이해집단의 의견조사’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별 혹은 운 주체별

로 다양하고 심층 인 의견조사와 더불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상의 갈등이

나 각종 법령 등의 개정 내용 등을 이해당사자에게 공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행정체계의 바람직한 일원화 방향은 ‘교육청 소속에서 자치단체 소속으

로의 이 ’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앙정부와 도서 계는 행정체계 일원화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 인 인식도 조사와 함께 장기 일원화 로드맵을 마

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서  장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 논거와 이유는 문화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정체성, 

지방자치 패러다임에의 순응, 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통합, 지역 표도서 의 

설립  시․도지사를 원장으로 하는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의 운  등

이다. 그 외에도 공공도서  이용자의 70% 내외가 일반시민이며, 이들을 상

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기본사무에 해당한다는 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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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  난제가 실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한 후속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을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

할 경우에 장직 의 조정, 재산권 이 , 자치단체의 산부담 심화, 자치단체 

행정기구상의 치 등에 한 실천가능 한 심층연구와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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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Recently, as recordkeeping for knowledge management becomes more 

important and needs for archival reference service is increased, the  

paradigm of recordkeeping is getting changed. In digital era, recordkeeping 

is needed not just to preserve archives but also to provide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now is the time to consider international partership beyond 

recordkeeping itself.

  This paper introduces three standards for arrangement and description 

that National Archives of Korea developed to construct efficient control 

process and to meet the change of environment.

1) 국가기록원 사서(witch91@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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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is papaer treats the procedure of developing classification scheme 

and shows an example of classification table.

  Second, this paper explains guidelines for archival description that is 

needed to describe archives efficiently and shows an example of description 

sheet.

  Third, this paper treats the procedure of preparing for authority control of 

creator that is needed to provide context in which records were created and 

maintained.  

  Classification Scheme,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Authority 

Control are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arrangement, description and archival 

reference service. 

  Throughout these standards, National Archives of Korea established more 

developed management proces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will need to be improved and challenge 

to play a role as the leader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 the future.

1. 서 론

  디지털 시 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 으로 지식정보 근에 한 욕구가 증

가하 으며 사회가 다원화되고 문화될수록 지식정보 리의 요성은 더 커

져가고 있다. 한,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을 통한 신과 합리  

리로 기업이윤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한 기업의 를 굳이 언 하지 않더

라도 지식정보화시 의 지식 리는 고도화된 기술과 문 인력의 투자를 통해 

특화된 역으로 리하여 국가지식기반 구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행정부처  주요 공공기 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

(이하 ‘기록물’이라 함)의 문 이고 효율  리의 요성은 훨씬 더 부각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기록물 리의 요성에 한 인식의 부재와 련 제도

가 정착되지 않아 그 요성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1999년 ｢공공기 의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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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한법률｣(이하 ‘기록물 리법’이라 함)이 제정된 이후 국가  차원의 기록

물 리의 계기를 마련하 으며 공공기록물 리의 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주도  노력으로 2004년부터 기록 리 신을 한 ｢기록 리

신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기록 리 신종합실천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을 한 

세부추진계획들을 수립하여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2007년에는 기록물 리법을 면 개정하여 기록 리 상과 범 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의무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지식 리의 문화, 표 화가 가

능하게 되었고 정보화 략계획(ISP)을 통한 기록 리 시스템의 개 으로 선진

인 기록물 리 열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 국가기록원은 보존 심에서 활용 심으로의 기록 리 패러다임의 환

과 더불어 국제  수 에 맞는 기록물 리체계 수립을 표방하여 행정의 투명

성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한 극 인 서비스와 활용을 한 기록물 리

체계 정비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와 같은 체계가 실 되기 해서는 무

엇보다도 국제  표 과 기록 리 원칙에 부합한 기록물의 리체계 정비가 필

수 이며 특히, 정리(arrangement)와 기술(description)을 통해서 정보자원

(information resource)을 구축하기 한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 까지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한 연구는 주로 정리기술에 필요한 이론

이나 표  등을 번역하거나 연구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실제 기록 리 장

과 목한 구체 인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다. 최근에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

리기술의 황과 개선방안｣(윤주범/한국기록 리학회지 제4권 2호(2004.12))에

서 처음으로 기록 리 장의 경험을 다루었으나 그 당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 황과 문제 을 주로 다루었으며 해외 기록 리 선진국들의 기록

리 사례와 개선해야 할 들을 언 하는 수 에 그쳤다. 

  이 에서는 먼  기록물 정리기술에 필요한 리원칙을 언 하고, 선행연구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체계 인 기록물 정리기술을 해 국가기록원이 처음으

로 마련한 분류체계, 기술규칙, 기록물생산자 거제어 등 일련의 성과들을 구

체 으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 이고 과학 인 기록물 리를 

해 국가기록원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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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 정리기술과 리원칙

  기록물의 정리기술은 도서의 분류목록에 해당하는 행 로 기록 들은 각자 

독자 으로 분류체계나 기술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는 기록물의 특성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움을 반증하기도 한다. 

  기록물은 수집, 정리, 보존,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리된

다는 에서 도서 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행정조직의 업무수행 과

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이라는 에서 상당히 유기 인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기본 인 리 원칙과 기록 에 이 된 기록물의 정리기술과정에서 거치

는 로세스는 도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록 리는 기본 으로 출처존 (respect for provenance)과 원질서존

(respect for original order)을 근간으로 하며 생산기 의 조직체계 유지를 통

한 계층  리와 계층별 집합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해 이 된 기록

물은 분류(classification)를 거쳐 기록물의 내용과 물리  특성을 서술하는 기

술(descrip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록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Frederic Miller(1990)는 기록물 리를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설

명했다.  

2.1 출처존 의 원칙

  출처(provenance) 존 의 원칙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 이 생산한 기록물

은 다른 생산자의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록물

의 소장자보다는 생산자가 더 요하며, 기록물과 생산자의 계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록물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산자에 한 정보를 함

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에 한 정보를 

집 (集積)하기 한 것이다.

2.2 원질서 존 의 원칙

  원질서(original order) 존 의 원칙은 “생산기 이 공식활동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기록물을 축 한 순서와 질서를 그 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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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간의 상 계를 포함하여 체 기록물철의 구조를 보존하기 한 것이다.

2.3 집합기술의 원칙

  집합기술(collective description)의 원칙은 “출처와 원질서 존 의 원칙에 입

각한 기술은 개별 건이 아닌 집합  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 

기록물의 내용보다는 체 인(집합 인) 내용의 윤곽을 설명하기 한 것이다.

2.4 계층  리 원칙

  계층 (hierarchical) 리 원칙은 “출처와 원질서를 존 하면서 기록물을 처리

하는 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포 인 상 계층부터 가장 구체

인 하 계층의 연속선을 따라서 기록물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원칙들은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한 합리 인 기록 리를 

해 가장 요한 기 이며 효율 인 기록물 리를 해 염두 해 두어야 할 원

칙들이다.   

3.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체계의 정비

3.1 분류체계 설계

  도서분류는 그 내용에 따라, 자가 무엇을 어떤 에서 술하 는가, 즉 

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단하여 분류하는 주제분류법이 사용2)되는 반면에 

기록물 분류는 기 의 조직(organization)이나 기능(function)을 일정한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 ․소의 개념으로 구조화하여 분류표를 작성3)하게 된다. 

즉, 기록물을 생산한 기 이 수행한 조직 활동과 기능들을 분석하고 악하여 

그 조직의 계층(hierarchy)에 따라 구조화하여 동일한 분류 속성을 가진 기록

2) 이원 . 2000. 기록물분류의 원리 : 문헌분류와의 비교, 기록학연구 2, p.106.

3) 이원 . 2000. 기록물분류의 원리 : 문헌분류와의 비교, 기록학연구 2,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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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집합화(grouping) 하는 과정이다. 

  기 에서 이 된 기록물은 올바른 원질서 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무 한 기능 속에 잘못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물을 이  받아 리

를 책임지는 기록 (archives)에서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앙기

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은 각 기 에서 이 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분류하

기 한 고유한 분류체계(classification scheme)가 마땅히 있어야 했으나 일정

한 분류체계 없이 단순히 기록물 유형만을 분류하여 제목, 생산연도, 생산자 등 

기본 인 식별정보만을 등록하여 리해 왔다. 그러다가 소장기록물의 수량이 

증가하고 기록물에 한 열람이 늘어나면서 소장기록물을 일목요연하게 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나 기술규칙과 같은 리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4월부터 분류체계 마련을 한 회의를 수차례 거쳐 각 부

처에서 이 된 일반기록물은 범국가  행정기능 분류체계인 BRM4)을 용하여 

분류하고, 해외기록물5) 등 별도의 분류체계가 필요한 기록물들은 그 특성에 맞

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하 다. 그러나 BRM은 구기록물(archives)을 분

류하기 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물 분류에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 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첫째, BRM은 산회계  업무 리를 주목 으로 하는 분류체계이기 때문

에 기록물 분류에는 합하지 않다. 

  둘째, 재의 정부 업무기능 심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생산 시기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재까지 걸쳐져 있는 국가기록원 체 소장기록물의 분류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BRM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기 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BRM 분류체계에 한 리권한이 국가기록원에 없기 때문에 BRM 

변경 시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  열람체계, 활용체계까지 변경이 불가하여 

기록물 재정리에 따른 산의 낭비 한 문제가 되었다. 

4) Business Relation Model(정부기능분류체계) : 미국의 리 산처(OMB)가 정립한 개념으

로 개별 부처 심의 업무운 과 정보화 추진에 따른 산의 복투자와 비효율성을 방

지하기 해 개발한 범정부  업무처리모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 산 등 분야별 

기 별로 운 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기능과 서비스 심으로 재분류한 정부

업무 분류체계

5) 미국, 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한국 련 주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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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BRM 분류체계는 구기록물(Archives) 분류에는 부 합하다는 결론

을 내려 구기록물 리에 합한 별도의 고유한 분류체계 개발에 합의하게 

되었고 필요한 비 작업들을 시도하 다. 먼 , 국가기록원은 분류체계를 설계

하기 해 소장기록물을 분석하 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는 첫째, 소장기록물을 생산한 각 기 의 업무기능을 

악하기 해 정부수립 이후부터 재까지의 앙 행정 조직의 실․국․과 단

의 조직변천연 (history)을 조사하고 “공문서 분류번호  보존기간표6)” 등의 

․ ․소 기능과 “기록물분류기 표7)”  BRM의 기 별 기능(function)과 

업무(activity)를 분석하 다. 

  둘째, 소장기록물의 유형을 악하기 해 각 생산기 별 기록물 수량과 유

형별 기록물 수량을 악하 다. 

  셋째, 소장기록물  총무처(總務處)8)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상으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악한 기능과 유형을 용하여 시범분류(pilot classification)를 

실시하여 분류체계 개발을 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하 다. 

  넷째, 시범분류 결과와 조사된 각 기 별 조직연 과 기능 등을 반 하여 분

류체계의 틀을 설계하 다. 일반 문서는 크게 기록물군(群, Group), 기록물계열

(系列, Series), 기록물철(綴, file), 기록물건(件, item) 등 네 개의 계층으로 구

분하 고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등 유형상의 특징이 있는 기록물은 계층  분

류가 부 하다고 단하여 컬 션(Collection)으로 분류하 다. 

  한, 본래 기록물이 생산되고 리되던 체계를 재 하기 해 각 계층별 분

류기 을 구상하게 되었다. 즉, 기록물군은 한 기 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 

집합이며 어떤 기록물군을 생산한 조직이 행정 , 기능  하 조직을 포함하고, 

각각의 하 조직이 독립 으로 리하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

록물군 아래 하 기록물군이 생길 수 있다. 

6) 정부의 기능을 기능별십진(技能別十進) 분류방법에 의해 분류하고, 그 세부기능항목별로 

보존기간의 책정기 을 제시한 표

7) 기 별, 처리과별로 수행하는 각 단 업무(업무단 , 로젝트단 )를 확장하고 확정된 단

업무별로 기능분류번호와 보존기간․보존장소 등의 보존분류항목별 기 을 제시하여 

생산기록물에 용하도록 하는 기 표

8) 국무회의의 의안(議案) 정리  서무, 법령  조약의 공포, 공무원 인사  시험 리․

행정기 의 조직  정원 리, 행정사무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賞勳), 공무원의 연

에 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앙행정기 의 소 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장하기 하여 설치하 던 앙행정부서이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

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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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계열 즉, 시리즈는 한 기  내에서 하나의 체계로서 보 되고 사용된 

일련의 구체 이고, 조직된 기록을 지칭하며 보통 한 생산기 의 업무활동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 는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이다. 

  기록물철 즉, 일은 동일한 주제, 활동에 계되기 때문에 정리과정에서 함

께 모아 조직하는 기록물 단 (unit)이며 일은 개 시리즈내의 기  단 로

서 단일 사안과 련된 기록들이다. 기록물건 즉, 아이템은 각 일 내에 있는 

개별 기록물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 으로 각 계층별 분류기 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물군의 

분류기 은 독립된 조직이거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이 생산한 기록물

의 집합으로 정의하 으며 기록물군명은 기록물 분류 시 을 기 으로 최근 기

명을 표명으로 하 다. 한, 필요한 경우 하 기록물군을 만들어 조직의 

계층을 세분화하 다. 기록물군을 구성하는 기 이나 조직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인 권한을 행사하며,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독자 으로 외 

공문을 시행한다. 

  둘째, 회계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고, 산이

나 재무계획을 스스로 편성한다. 

  셋째, 인사(人事)기능을 조직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정한 인사임면권을 갖

고 있다. 

  넷째, 기 의 명칭, 소속 등이 변경되었으나 기능의 본질 인 변화가 없는 경

우에는 최근 생산기 을 기록물군으로 정한다. 를 들어, 경제기획원 국토건설

청과 건설부는 ‘건설부기록물군’으로 일원화했다. 보건사회부 환경청과 환경처, 

환경부는 ‘환경부기록물군’으로 일원화했다. 

  다섯째, 기 의 통․폐합에 따라 기능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폐합 

후의 개별기 들을 각각 독립된 기록물군으로 정했다. 를 들어, 교통부, 건설

부, 건설교통부는 각각 ‘교통부기록물군’, ‘건설부기록물군’, ‘건설교통부기록물군’

으로 했으며 내무부, 총무처, 행정자치부는 각각 ‘내무부기록물군’, ‘총무처기록

물군’, ‘행정자치부기록물군’으로 정했다. 

  여섯째, 실, 국, 본부조직이 독립청으로 승격한 경우, 과거 실, 국, 본부조직은 

독립청이 포함된 기록물군의 범주로 리한다. 이 경우, 과거 실, 국, 본부조직

은 독립청이 포함된 기록물군의 하 군으로 정했다. 를 들어, 공보처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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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통계국, 경제기획원 통계국,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은 ‘통계청기록물

군’의 범주로 리한다. 재무부 세 국과 재무부 세국은 ‘ 세청기록물군’의 

범주로 리한다. 문교부 문화재 리국, 문화공보부 문화재 리국, 문화체육부 

문화재 리국, 문화 부 문화재 리국은 ‘문화재청기록물군’의 범주로 리한

다. 감찰 원회, 심계원은 ‘감사원기록물군’ 범주로 리한다. 

  일곱째, 실, 국, 본부단 가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해 한시 으로 존재했다

가 폐지된 경우 해당 기록물군의 하 군으로 정한다. 를 들어, 국무조정실 실

업 책기획평가단은 ‘국무조정실기록물군’의 하 군으로 리한다. <표 1>참조. 

<표 1> 국무조정실 기록물군

기록물군코드 기록물군명 기록물하위군명 기록물계열명

AG7 국무조정실

： ：

수해방지 책기획단

：

국회업무

수해방지 책

산  결산

조직 리

지시사항 리

：

실업 책기획평가단

：

감사

국회업무

기록물 리

실업 책추진

기획평가단 운

：

안 리개선기획단

：

감사

교통안 리

국가재난 리

공동구 안 리

산업안 리

시설안 리

지시사항 리

홍보

회계  결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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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록물계열은 기록물군에서 동일한 기능, 주제, 활동으로 나 어 분류

하 으며 컬 션은 건축도면, 고문서(古文書), 국무회의 등과 같이 형식이나 내

용이 일 되거나 수집방법, 형태 등이 일반기록물군과 상이한 기록물의 집합으

로 정의하 다.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 개발을 한 지침이 마련되자 우선 1차 으로 소장기

록물  앙행정기 에서 이 한 기록물을 상으로 분류작업에 착수하 다. 

  앙행정기 에서 생산한 문서 1,080,000여권과 시청각기록물 550,000여 , 

간행물 277,000여권, 총독부문서9) 30,700여권, 해외수집 기록물 문서 370,000여

매․MF 3,774롤․지도 419매, 도면 526,300여매, 고문서(낱장과 책형) 591매와 

116책을 상으로 크게 기록물군, 기록물계열, 컬 션으로 구분하여 조직별․기

능별 분류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약 1,300여개의 기록물군과 17개의 컬 션을 

설계하 고, 기록물군의 경우 각 기록물군에 한 계열분류작업을 실시하여 총 

3,217개의 계열을 만들었다. 

  이 게 완성된 분류체계는 재 국가기록원 기록물 리시스템(CAMS)에 탑

재되어 소장기록물의 체계  정리에 활용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앙행정기

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된 기록물을 상으로 생산기 별 조직과 기

능을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 게 제정된 분류표는 이 된 기

록물의 정리  기술단계에서 사용하고 서고의 기록물 배열 시 생산기 별 유

형별 배열에 참고로 활용함으로써 근이 편리한 검색체계 구축 등 보다 더 신

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체계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2 기술규칙의 제정과 기술

  기록물 기술(description)은 도서 에서 도서 리를 해 목록규칙(Cataloguing 

Rule)을 제정하여 목록(catalogue)을 작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기록물 기술은 

기본 으로 기록물 집합에 한 윤곽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록물 생산기 의 

연 (history), 기록물의 물리  정리체계와 기록물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정보를 기록물이나 기타 자료에서 획득하여 조직하고 정리하는 고도의 

지 (知的)인 작업이며 생산맥락(context), 내용정보, 물리  치정보 등 기술

된 정보들은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 조건을 조성하여 기록물 열람과 활용에 이

9) 일제 강 기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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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각 기록물 집합 기술에 필요

한 구체 인 기 들 즉, 기술계층(level of description), 기술 역(area of 

description), 기술요소(descriptive element) 등의 지침이나 표 이 마련되어

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몇 년 부터 기존의 단순한 기록물철, 기록물건을 등록하여 

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제 표 에 맞는 집합 ․계층  기술방식을 도입

하기 해 국제표 기록물기술규칙(ISAD(G))10)를 용하고 미국, 호주 등 기

록 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리기술 표 을 참고하 으나 그 내용이 추

상 이고 한 에 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기록원 환경에 맞는 기술규

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유한 기술규칙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2월 국가기록원 일반기록물 기술규칙 안을 완성하 으나 

해외기록물,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특수기록물에 한 기술규칙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일반기록물 기술규칙과 특수기록물의 종류와 유형을 

포 하여 기술할 수 있는 통합형 기술규칙을 마련하기 해 수차례에 걸친 내

부 담당자 회의와 기록물 기술규칙과 련된 외부 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 12월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통합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기

록원 기록물 기술규칙(통합안)은 ISAD(G)를 용하여 규칙의 목   용범

를 규정한 서문과 기술의 주요원칙을 선언하 고, 식별 역, 배경 역 등 총 

7개 역 27개 항목을 기술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구두  등 세부 인 기술규

칙은 한국목록규칙(KCR) 4 을 용하기로 하 다. <표 2> 참조

  한, 각 기술항목별로 개념, 목 , 일반지침, 특수지침, 용범   계층으

로 나 어 구성하 으며 기술서 작성 시 필요한 시  용어해설을 추가하

다. 식별 역에서는 기술하는 기록물 집합의 식별을 한 필수 인 정보를 기

술하는 역으로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기술단 의 규모와 유형에 해서 

기술하도록 하 다. 

  참조코드는 국가코드, 국가기록원 코드, 기록물군 코드, 기록물하 군 코드, 

기록물계열 코드, 기록물철 코드, 기록물건 코드로 구성하여 국가코드의 경우 

ISO3166에 제시된 국가코드를 사용하 고 국가기록원 코드는 NA로 하 다. 

배경 역에서는 주로 기록물의 출처와 리에 한 정보를 기술하는 역으로 

10)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 국제표 기록물기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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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명과 생산자의 행정연 과 이 (移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술

하도록 하 다. 행정연 은 생산기  거시스템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일 되고 

통일된 리를 기하도록 하 고 내용과 구조 역에서는 주로 기록물의 주제과 

정리에 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 다. 열람과 이용조건 역에서는 열람범 , 

근제한의 법 근거, 향후 공개일자 등 이용가능성에 한 정보를 안내하고 

원본  보존매체 활용 등을 기술하도록 하 다. <그림 1> 참조

<표 2> 기술규칙 영역별 기술항목

영 역 기 술 내 용 기  술  항  목

 식별 역

기술단 를 식별하는 데 

수반되는 필수 인 정보

를 기술

1) 3.1.1 참조코드

2) 3.1.2 제목

3) 3.1.3 일자

4) 3.1.4 기술계층

5) 3.1.5 기술단 의 규모와 유형

 배경 역
기술단 의 출처  

리에 한 정보를 기술

6) 3.2.1 생산자명

7) 3.2.2 행정연 /개인이력

8) 3.2.3 기록물 이력

9) 3.2.4 수집/이 의 직  출처

내용과 

구조 역

기술단 의 주제와 정리

에 한 정보를 기술

10) 3.3.1 범 와 내용

11) 3.3.2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12) 3.3.3 추가수집 상기록물

13) 3.3.4 정리체계

14) 3.3.5 색인어

열람과 

이용조건

역

기술단 의 이용 가능성

에 한 정보를 기술

15) 3.4.1 열람조건

16) 3.4.2 복제조건

17) 3.4.3 자료의 언어

18) 3.4.4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조건

19) 3.4.5 검색도구

련자료

역     

기술단 와 히 련

된 자료에 한 정보를 

기술

20) 3.5.1 원본의 존재와 치

21) 3.5.2 사본의 존재와 치

22) 3.5.3 련 기술단

23) 3.5.4 출 물 설명

추가설명

역

어떤 역에도 기술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기술 (주기사항)

24) 3.6.1 추가설명 (주기)

기술통제

역    

언제, 어떻게, 구에 의

해 기술되었는가에 한 

정보를 기술

25) 3.7.1 기술담당자

26) 3.7.2 규칙과 약

27) 3.7.3 기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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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총무처기록물군 기술서11)

   항목들  이용자의 검색을 효과 으로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

공하고 기술정보의 국제 교환 시 필요한 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생산

자명, 기술단 의 규모와 매체 등 6개의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 고 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생산자명, 기술단 의 규모

와 매체, 행정연 , 범 와 내용, 정리체계, 열람조건, 검색도구 등 11개의 항목

은 요항목으로 구분하 다. 

11) 국가기록원 기록물 리시스템(CAMS) 내 기록물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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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은 재 기록물 분류체계와 기술규칙을 용하여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말에는 앙행정기 에서 이 받은 기록물을 상으로 ｢국가기록

원 소장기록물 가이드Ⅰ｣를 발간하여 기 의 연 , 기록물 유형, 기록물 계층별 

내용정보를 소개하여 소장기록물 검색도구로 쓰이게 하 고 2008년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이 된 기록물을 상으로 가이드(guide)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쉬운 은 처음으로 제정된 규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인 서술에 

그쳤으며, 기 별 특징이나 기록물 특성에 맞는 구체 인 기술 시(example)

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인 기록물 기술을 통해서 다양하고 상세

한 기술 시들을 수록하여 표 이고 합리 인 기록물 기술을 한 지침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은 향후 지속 으로 수

정․보완하여 공공표 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3.3 생산기  거제어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설립하여 폐지되거나 분리․통합되는 과

정을 수없이 겪어 왔고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활동(activity)과 기능(function) 

한 끊임없이 생성․이동․확 ․축소․소멸하여 왔다. 조직 업무 활동의 원활

한 수행과 그 근거를 확보하기 한 과정의 부산물로써의 기록물은 업무를 수

행하는 주체가 바뀔 때마다 연계성을 잃고 흩어지게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기록물을 제 로 리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 즉, 생

산 주체의 행정 인 맥락(context)을 악하여 기록물과 연결하여 생산물 생산

의 후 맥락과 생산기 에 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물

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이용자들에게 생산맥락에 한 한 정보를 달하는 

실질 인 도구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인벤토리(inventory)12)와 같은 통 인 

검색도구에서는 기록물의 물리  구성과 내용에 한 정보가 주로 조직화되었

을 뿐 생산주체의 조직과 기능, 활동  그 변화에 한 이력 리가 되어있지 

않아 동일한 업무기능에서 생산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산기 의 명

칭이 다르면 검색이 되지 않아 서로 무 한 기록물로 취 되어 왔다. 한, 행

12) 기록물 검색도구의 일종의 기록물 내용  물리  구성 등에 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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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 명칭은 완 명으로 불리기보다는 통상 으로 약칭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생산기 의 명칭을 리하지 않을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약칭으로 표

기된 기 의 기록물이 검색되지 않아 원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다. 

  일례로, 행정자치부의 경우를 보면 행정자치부 이 에 총무처와 내무부가 존

재하 고 1998년부터 기능이 변경․확 되어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한, 

행정자치부는 흔히 “행자부”로 통용되기 때문에 에 언 된 각각의 기 명칭

들을 조사하여 리하지 않으면 기록물의 열람과 활용에 지장을 래하게 되고 

기록물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림 2> 참조

행정자치부
총무처
내무부

행자부
행정자치부
총무처

내무부

       <검색>           <생산기관전거DB>           <검색결과>

 행자부
  

<그림 2> 기록물 검색 개념도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명칭이 변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모아서 리할 필요성이 표면 으로 두되었고 각 생산기

의 변천이력정보를 구축하여 출처존 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기 에 한 

정보와 생산맥락을 일목요연하게 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ISAD(G)

에 의한 기록물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7가지 기술 역  두 번째 역인 배경

역 내의 생산자 행정연 을 일 되고 통일성 있게 리하고 기록물 검색에 

다양성을 기하기 해서는 기록물 생산기  변천연 의 리가 필수 으로 요

구되었다. 이를 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자(기 )에 한 거제어

(authority control)를 통해서 기록물 출처정보를 통제하여 끊임없이 변경되어 

온 생산기 의 명칭을 효과 이고 통일성 있게 리하고 검색의 효율을 극 화 

하고자 했다. 

  거제어(典據, Authority control)란 원래 도서 에서 통 으로 사용되는  

자명(개인, 는 단체) 리의 방법으로써 도서목록에서 근 (Acces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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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고 리하기 한 도구이다. 즉, 검색의 근 인 인명, 단체명, 서명, 

주제명, 지명, 총서명 등에 하여 모든 표 을 수집하고, 각각의 경우에 표

표 ( 거형, authority)과 상이한 표 (이형, variant)을 선정한 후, 수집된 용

어들 간에 계를 맺어 상호참조로 링크시키는 처리방법이다.13) 그러나 기록물 

특성상 기록물 생산자 거제어는 각 생산기 별로 변경되어온 조직명칭을 조

사하여 표표 과 이형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 생산기 의 존재 시기별로 

수행했던 기능에 한 변천 이력과 조직의 연  등 기록물 생산에 한 맥락정

보를 상세하게 구축하여 거데이터로 리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2006년 8월에 기록물생산기  변천연  구축을 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변천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개년에 걸

쳐 추진된 이 사업은 먼  112개 앙행정기 14)을 상으로 각 기 의 명칭, 

역사, 존립기간, 역 기 장, 업무기능 등을 조사하 고 조직변천의 이력을 명

확히 악하기 하여 직제(職制)를 근거로 하여 이 ․이후기 15)의 명칭을 

조사하여 약 8000여개의 기본정보 데이터와 약 2만 여개의 상세정보 데이터를 

구축하 다. 

한 2007년에는 116개 지자체  시․도 교육청16)을 상으로 구축하여 약 

1만여 개의 데이터를 구축하 다. 지자체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아쉬웠던 은 앙행정기 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행정기 은 

조직변천 이력을 악하기 한 직제(職制)가 제 로 리되지 않아 그 이력을 

악하기 어려웠으며 단지 연도별 통계집이나 연보의 부록을 통해 조사하는 수

에 그쳐 데이터베이스의 질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다. 

  기록물 생산자 변천연  데이터베이스는 기록물생산자 정보 리를 거 코

드(authority record)로 리하기 해 기술해야 할 항목들을 정의한 국제표

기록물 거 코드규칙인 ISAAR(cpf)17) 2 을 용하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물의 특성에 맞게 용하여 크게 4 역으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을 조사하여 구

축하 다. <표 3> 참조

13) 최석두. 1993. 무 거시스템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집, p.234. 

14) 소장기록물 생산기   시기별로 존재했던 주요 앙행정기 의 숫자. 원회는 제외 

15) 시기 으로 재 기 보다 먼  존재했거나 나 에 존재한 기

16) 소장기록물 생산기   시도교육청과 기 자치단체  역자치단체의 수 

17) Ih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s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Families : 국제표 기록물 거 코드규칙(단체, 개인, 가문)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59

<표 3> 기록물 생산기관 전거레코드 구성요소

영역 기술항목
필드
타입

입력구분 매칭 데이터

1. 식별 역

1-1 거유형 text 수동 필수 - 단체

1-1-1 상세유형 text
수동

필수

- 앙행정조직
- 자치행정조직> 역자치단체
- 자치행정조직>기 자치단체
-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 기타>정부투자기 (기타기 )

1-2 거표목( 표명) text 수동 필수 - 체기 명

1-3 등표목 text 수동 선택 - 등표목

1-4 비채택어 text 수동 필수 - 비채택어

1-5 단체식별자 text 수동
해당시
필수

- 기 코드(gcc코드)

2. 기술 역

2-1 존립기간 date 수동 필수
- 생성일자
- 폐지일자

2-2 연 (history) text 수동 필수
- 기 의역사
- 하부조직변천사항 
- 역 기 장

2-3 치(장소) text 수동 선택 - 소재지

2-4 기능/업무활동 text 수동 필수 - 주요업무내용  기능

2-4-1 기능어 text 수동 필수 - 기능어시소러스에서 반입

2-5 임/설치근거 text 수동 선택 - 임/설치근거

2-6 기타주요정보 text 수동 선택 - 정보발생 시 기술

3. 계 역 

3-1-1 련 거표목 text 수동 필수 - 1-2 거표목의 이 기 명

3-1-2 련기 코드 text 수동 필수 - 1-2 거표목의 이 기 코드

3-1-3 련 거 코드식별
자

text 자동
해당시
필수

- 거 코드 코드

3-1-3 계범주 text 수동 필수 - 계층 /시간 /기타

3-1-4 계기술 text 수동 필수
- 상 기 /하 기 /기타
- 이 기 /이후기 /기타

3-1-5 계의 날짜 date 자동 필수
- 이 기 의 생성일
- 이 기 의 폐지일

3-2-1 련인물명 text 수동 필수 - 거표목

3-2-2 련인물코드 text 수동
해당시
필수

- 인물코드

3-2-3 계범주 text 수동 필수 - 기 장/기타

3-2-4 계의 날짜 date 수동 필수 - 재임기간

4. 통제 역

4-1 거 코드 식별자 text 자동 필수 - 거 코드 코드

4-2 작성기  식별자 text 자동 필수 - 국가기록원 코드

4-3 용규칙 text 수동 필수 - 기술에 용한 규칙 기술

4-4 생성,개정,삭제일

date 자동 필수 - 생성일자

date 자동 필수 - 개정일자

date 자동 필수 - 삭제일자

4-5 데이터상태 text 수동 필수 - 안/완성/개정/삭제

4-6 데이터상세정도 text 수동 선택 - 최소/부분/ 문

4-7 언어 text 수동 필수 - 한 / 어/일본어/ 국어/러시아어/기타

4-8 참고정보원 text 수동 필수 - 해당 참고정보원 기술

4-9 주기사항 text 수동 필수 - 기타 기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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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식별 역에서는 기 의 유형과 기 명칭을 

조사하여 기 의 고유성과 다른 조직과 구별하기 한 데이터를 조사하 다. 

기  명칭의 경우 완 명을 거표목으로 했으며 한자나 어와 같이 언어를 

달리 한 기 명칭은 등 표목으로 하 고 약칭과 같은 기타 명칭은 비채택어

로 했다. 기술 역에서는 존립기간과 조직의 연 , 업무 기능, 역  기 장 등 

주로 조직을 설명하는 정보들을 구축하 다. 계 역에서는 이 ․이후기  조

사를 통해 시간 인 계와 차상 ․차하 기  조사를 통해 계층 인 계를 

조사하 으며 조직과 련된 인물(기 장)의 조사를 통해 조직을 구조 으로 

이해하기 한 정보들을 구축하 다. 

  국가기록원은 구축된 변천연  데이터를 효율 이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국가기록원 기록물 리시스템(CAMS) 고도화사업에 생산기  연 리시스

템을 설계하 다. 2007년 8월에 착수한 이 사업은 국가기록원 기록물 리 실

정에 맞고 국제  표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해 ISAAR(cpf)에서 

권고하는 항목을 분석하여 기능을 설계하 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시스템에 일

로 업로드(upload)할 때 에러율을 최소화하고 향후 데이터 호환이나 시스템 

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리하기 해 XML을 이용하여 거데이터의 스

키마(schema)를 설계하 다. 

  이 시스템은 생산기 의 수직  계층 계와 존재시기에 따른 시간  계를 

구조화하여 기 의 변천사를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조사된 체

기 에 코드(identifier)를 부여하여 각 단 (실․국․과)의 조직별로 이 기 , 

이후기 ( 존하는 기 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 차상 기 , 차하 기 을 연

결하여 각 기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그 기 에서 생산

한 기록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 검색효율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구 했다. 조사된 기 명은 표표목, 비채택어 등 어떤 용어로 근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하 다. 한, 각 기 들이 수행했던 업무기

능을 조사하여 기록물에 한 이해도를 높 고 련 인물정보를 해 각 기

의 역 기 장과 재임기간을 조사하 다. <그림 3> 참조

  국가기록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물과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가 수행했

던 업무기능의 연결을 통해서 공공기록물의 맥락과 역사를 한 에 악하고자 

하 으며, 생산기 에 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기록물 검색함으로써 최상의 

기록물 서비스체계를 구 하고자 하 다. 한 거 코드간의 계층 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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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계, 내용정보 등을 검색 시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에 보다 정

확하고 쉽게 근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 생산기관 전거레코드 구조18)

  재, 이 시스템은 국가기록원기록물 리시스템(CAMS) 내에 구 되어 기록

물 기술 시 참조함으로써 생산자의 행정연 을 최 한 일 되고 효율 으로 

리하고 축 된 다양한 거용어를 검색 근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는 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

장 정보의 경우, 인명, 재임기간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콘텐츠 발굴을 통해 련 사건, 련 인물, 련 기록물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

여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의 성격, 계의 시기, 계

의 기간 등 총체 인 지식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능어 

시소러스 구축을 통해 각 생산기 의 업무기능을 통제함으로서 업무기능을 통

한 기록물을 검색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 데이터 품질을 검하여 복 작성되거나 불필요한 코드를 통합 

는 삭제하고 내용이 부실한 데이터는 보완하며, 앞으로 지속 으로 변화할 기

들의 연 리를 한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각 상

18) 국가기록원 생산기 연 리시스템 내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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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맞는 한 지침과 기 이 필요하며 시스템 상에서 안정 이고 지속 으

로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기존의 기록 리는 보존에 비해 정리와 기술 는 서비스 역을 도외시하

다. 그러나 효율 인 기록 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장기록물에 한 체계

인 정리기술이 필수임을 장업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기록물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국제표 에 부합하는 정리기술이 필요하며, 정리기술

을 실시하기 해서는 분류체계, 기술규칙, 생산자 거제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 시 에 기록 리 기 이 처해야 할 기록정보 서비스와 자원 

공유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장 기본 이고 요한 인 라이기도 하다. 다

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기록원은 소장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처음으로 그러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기록 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논리 인 분류기 에 따라 기록

물을 분류하여 집합  계층별로 질서정연하게 리하게 되었고, 기술규칙에 의

한 표  기술을 통해 분류된 기록물 집합의 생산맥락과 체 인 윤곽을 설

명하고 각 집합에 속한 기록물의 내용  물리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생산자 거 일을 구축하여 출처정보를 조직 으로 

리․통제하고 다양한 검색 근 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 로 시도한 것이니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 아쉬운 

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과 업무기능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기록물의 특성

상 향후, 이 되는 기록물에 한 일 된 분류기 과 기술규칙을 확립하는 것

은 상당히 난해한 일이며, 일 된 기록물 생산기  거제어 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들은 어쩌면 기록 리가 지속되는 동안 국가기록원이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기록 리는 단순히 보존 리를 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 존재해야 한다. 보

존 주의 소극 이고 근 인 기록 리에서 벗어나 선진 인 기록 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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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도입하여 극 인 기록물 활용과 서비스를 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1세기의 기록 리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리를 넘어 국제  

교류를 통한 정보와 자원 공유라는 국제  이슈를 함께 나 어야 할 시 에 도

달했다. 

  얼마  국가기록원은 성남에 서고를 신축하고 개 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

의를 개최하 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기록 리 선진국들과 함께 21세기 

기록 리계의 주된 이슈에 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해서 고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된 주제는 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기록 리 비 과 

망이었으며 이를 한 방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를 

으로 논의하 다. 

  이런 실을 볼 때 국가 표 기록 리기 으로서 국가기록원은 세계 기록

리계의 변화 추세에 히 응할 수 있는 역할과 비 을 제시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정보공유와 서비스를 한 리체계의 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

으며 특히, 국제표 에 의한 기록물 정리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

래를 비하는 가장 명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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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f middle managers at university libraries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librarian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leadership 

development aimed at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librarian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howe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university librarian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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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howed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on the ‘affective commitment’ of the three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on the ‘continuance commitment’ of 

them.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showed ‘contingent reward’ on the 

‘affective commitment’ and the ‘continuance commitment’ except 

‘normative commitment’ and ‘management by exception(active)’ on the 

‘normative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showed a greater rel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n compared with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direction of leadership developm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ould be desirable that future 

directions of leadership development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librarians should focus o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factors should choose ‘contingent reward’. 

However, it would he desirable that although transactional leadership 

showed th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mentioned above, the direction of leadership development should take both 

side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because of a demand 

for the more specialized knowledge and higher autonomy on the job 

specifications.

   

  Key words  : Transac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University Librar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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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조직사회에서는 조직문화도 일반 으로 “외부환경에 

응해 가면서 조직의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3)되고, 

조직구성원도 자신의 “개성도 살리고 ‥‥ 특화된 능력을 살리고 조직 체와 

조화도 이룰  아는, 이른바 ‘창조  개인주의’(creative individualism)를 가

장 성공 인 조직 응의 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4)이 강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직무와 상사의 리더십에 한 지각도 개인의 조

직에 한 태도  행동형성에 많은 향을 미칠 정도로 상사의 리더십이 조직

의 특성  자신의 직무에 의해서 많은 향을 받고 있다5)고 하겠다. 

  따라서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이는 오랫동안 조직행동 

연구자들에게 심의 상이 되어온 주제 의 하나6)이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러한 변화에 합한 리더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한 에서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변 ․거래  리더십(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들 리더십에 한 연구가 최근 들어 각

을 받는 이유 의 하나는 이들이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는 달리 “구성원들로 

하여  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 인 노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

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 자들의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을 강화”7)

시키는 데 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변  리더십은 빠른 변화를 겪

3) 유길호, 박정숙,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학도서  사서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126.

4)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제3 (서울: 명경사, 2007), p.155.

5) 權鳳顔, “리더십 類型, 組織特性 知覺  職務特性과 職務스트 스, 組織沒入, 離職 意圖 

間에 한 硏究”(博士學位論文,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4), pp.1-2.

6) 劉哲鍾, “리더십類型이 임 워먼트에 미치는 影響에 한 硏究”, (博士學位論文, 大邱가톨

릭大學校 大學院, 2001), p.1. 

7) 손소빈, “교장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박사

학 논문, 한양 학교 학원, 200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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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조직을 다스려 나갈 때 가장 알맞고, 거래  리더십은 안정 인 기업 

환경에서 움직이는 조직에 가장 합한 리더십”8)으로 밝 져, 양쪽이 서로 다

른 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분의 학도서 을 보면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 학

도서  등도 “ 통 인 정보제공자 심의 리에서 정보 수요자 심인 고객 

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운 체제로의 필요성이 두”9)되고 있음에도 “외 인 

성장에만 큰 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리자에 한 연구는 무 심한 상태”10)에 놓여 있다. 이뿐 아니라 사

서직원을 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더십 연구도 7편11)에 지나지 않고 있

으며, 더욱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학도서  상사의 리더십과 조직몰입

과의 계에 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

이라 하겠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 학도서 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 추이

를 볼 때 실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조직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구성원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향을 미치는 리더십에 

한 연구에도 깊은 심을 기울여야 할 시 에 놓여 있다고 단된다. 이 연구

는 그러한 에서 학도서  상사의 변 ․거래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와 강도(强度)의 차  두 리더십의 상  

향력의 차를 조사․분석하여 학도서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한 

리더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8) James Castiglione,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Library Environment,” Library Management, Vol. 27, No. 4/5(2006), pp.293.

 9) 옥수 , 김경숙, “ 학도서 에서 효율 인 조직경 을 한 TQM 용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259.

10) 유길호, 박정숙, op. cit., p.126.

11) 한두완, “ 학도서  요직의 지도성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연세 학교 학원, 

1984); 정춘화, “공공도서  조직의 리더쉽에 한 연구,” 圖書館學論集, 第19輯(1992, 

12), pp.1-34; 金秀珍, “大學圖書館에서의 리더십 類型과 職務滿足 間의 關係에 한 硏

究”(碩士學位論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8); 박인웅, “도서 장의 략  리더십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p.341-354; 유길호, 박정숙, 

op. cit., pp. 125-147; 유길호, 한계문, “공공도서 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의 스트 스 증

세에 미치는 향,”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5-20; 河貞蘭, 

“ 학도서 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직원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碩士學位論文, 慶

北大學校 大學院,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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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한계

 

1.2.1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이론  배경인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의 개념은 번즈

(J.M. Burns)와 배스(B.M. Bass)의 이론을 심으로,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은 

알 (N.J. Allen)과 메이어(J.P. Meyer)가 정립한 개념을 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롯한 련 문헌을 수집하여 고찰하 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채택하 다. 구체 인 조사방법과 차는 <3장>에서 언 하기로 하겠다.

  

1.2.2 연구의 한계

  리더십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최

근 들어 신조류 리더십이론12)으로 각 을 받고 있는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을 상으로 하 으며, 리더십에 한 개념은 리더 주로 보는 입장과 

리더와 부하와의 계에서 보는 입장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리더

십 유형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  ‘부하에게 주는 향력’의 만을 채택하 다.13) 그리고 이 연구는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인과 계  기술을 한 가설검증  조

사만으로 그쳤으며, 리더십 유형별 리더의 범 는 직무수행에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간계층 리자인 상사( 장, 과장)로 국한하 다. 

12) 權祥述, “上司의 變革的 리더십과 去來的 리더십이 組織構成員의 態度  知覺에 미치는 

影響”(博士學位論文, 西江大學校 大學院, 1996), p.4.

13) 리더십에 한 개념은 체로 상술한 두가지 입장으로 별되며, 이는 다시 자는 ‘지

휘기술성’강조와 ‘지배성’강조로, 후자는 ‘부하에게 주는 향력’으로 보는 것과 ‘리더와 

부하와의 상호 계’를 보는 것으로 나 어 볼 수 있다(劉鍾海, 조직 리. 제5 정

(서울: 博英社, 2002), 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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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변  리더십에 한 이론

2.1.1 변  리더십의 개념 

  변  리더십이란 “거래  리더십과 같은 교환 계를 떠나 개인의 이익을 

월한 목표를 지향하고 상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14)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  리더십이 “원래 기 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도

록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이라면 이는 기  이상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

으로 부하들에게 장래 비  공유를 통해 몰입도를 높여 부하가 원래 생각했던 

성과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15)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개념  의미를 가진 변  리더십의 명칭과 이론의 형성과정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이론의 명칭은 1978년 번즈가 월 인 목표를 통해 부하들을 동기 유발

시키는 리더에 한 기술을 하면서 그의 서16)에서 최 로 사용하 다.17) 그

러나 이 이론이 확립된 것은 1980년 에 신조류 리더십 이론이 새로운 리더십

이론으로 등장18)하면서 배스가 1985년에 번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MLQ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라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증  연구

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하의 극복을 한 기업체질 신의 리더십 모

델로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하겠다.19) 

14) 김보연,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학원, 2003), p.22.

15) 성 태, “기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박사학

논문, 계명 학교 학원, 2006), p.31.

16) J.M. Burns, Leadership(New York: Harper and Row, 1978).

17) 박희태,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과 연구”(석사학

논문, 국방 학교 국방 리 학원, 2003), p.5.

18) 權祥述, op. cit., pp.14-15.

19) J.R. Meindl, “On Leadership: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Wisdom,”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1990),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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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

  배스가 번즈의 이론을 토 로 하여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밝힌 변  리

더십의 구성요소를 들어보면 카리스마(charisma), 개별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지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의 세 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이들의 개념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리스마

  카리스마란 “ 극 으로 미래의 비 과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제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요구되는 행동을 끌어내는 리더의 행동”20)을 말하는 것으

로, 배스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카리스마를 ‘변  리더십의 가장 

요한 요소’로 지 하고, 이는 부하로부터 지, 신뢰, 존경을 받게 함과 동시에 

성공 모델로 인식되게 하는 요소라고 피력하고 있다.21) 더불어 그는 카리스마

 리더에 한 존경과 카리스마  리더와 동일시하려는 욕망은 조직구성원에

게는 강력한 향력이 된다고 하고,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으로 자신감

(self-confidence),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변 능력(abilities required to 

be transformational), 내 갈등해결능력(resolution of internal conflict)의 4가

지를 들고 있다.22)

  

  (2) 개별  배려

  개별  배려란 리더가 부하의 욕구에 개인 인 심을 보이고, 그들을 신뢰

하고, 존 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추구하려는 리

더의 행동을 의미한다.23) 즉 “리더는 부하들이 가지는 성장욕구를 악하고, 부

하들이 이러한 성장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멘토(mentor)나 코치(coach)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하의 노력에 해 감사의 뜻을 하고, 부하들의 자율성

을 최 한 보장해 주며, 부하의 능력이 발 되면 권한을 임하고 책임수 을 

향상시킴으로써 부하의 자신감을 향상시켜”24) 그들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

20) 李昌洵, 조직: 구조와 과정(서울: 博英社, 2001), p. 220.

21) B.M.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New York: Free Press, 

1985), p.43.

22) Ibid., pp.45-49.

23) Ibid., pp.82-83.

24) 강신규, “리더십 유형에 한 종업원의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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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것과 같은 지도방식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별  배려에 해 배스는 리더와 부하간의 계

에 있어서 리더에 한 만족감이나 부하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25)라 하고, 이는 체로 “서면을 이용한 일방 인 달보다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한 면  는 화를 통하여 부하의 심이나 욕구를 악”26)

하는 방법으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지  자극

  지  자극이란 카리스마와 개별  배려를 통해서 리더가 부하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격려해 주고, 부하에게 리더와 조직  부하 자신에 한 가치

, 신념 등에 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자기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각의 사

고방식을 가지도록 돕고 고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7) 

  배스는 이러한 지  자극은 “부하의 즉각 인 행동분발이나 변화보다는 오히

려 문제 인식과 해결, 심사숙고와 상상력, 그리고 신념과 가치 을 각성시키거

나 변화”28)시키고, “개별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29)으로 보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 변  리더가 제공하는 지  자극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  자극, 카리스마, 분발고취, 개별  배려의 결합물”30)

이라고 하고 있으며, 배스와 아볼리오(B.J. Avolio)는 이러한 지  자극이 정서

 자극과 결합될 경우에는 의식의 상승, 의식의 개 , 사상 환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더욱 큰 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31)

구”(박사학 논문, 배재 학교 학원, 2001), p.31. 

25) Bass, op. cit., p.83. 

26) Ibid., p.88.

27) Ibid., pp.98-99. 

28) Ibid., p.99.

29) Ibid., p.100.

30) B.M. Bass,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8, No. 3(Winter 1990), p.22(강신규, op. 

cit., p. 32 재인용)

31) B.M. Bass and B.J. Avoli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Response to Critiques,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erspective and Directions(New York: Academy 

Press, 1993),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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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래  리더십에 한 이론

 

2.2.1 거래  리더십의 개념

  거래  리더십이란 “일련의 교환 는 상에 토 를 둔 리더와 부하의 계

에서 기 되는 노력 는 상된 노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리더

십”32)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하들이 자신이익과 련된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하

여 동기를 유발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것을 기 하는 보상과 교환하도록 하는 

교환 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33)으로서, 변  리더십과는 반  개념의 

이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부하들이 높은 성과

를 달성할 때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하므로 무엇보다도 부하들의 욕구에 한 사 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

다고 하겠다.34) 

2.2.2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

  배스가 번즈의 이론을 토 로 하여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밝힌 거래  리

더십의 구성요소를 들어보면, 조건  보상(contingent reward), 외  리

(management by exception)의 두 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이들의 개념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건  보상

  조건  보상이란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노력의 가로 보상을 받기 원한다

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지시켜 주고 노력의 결과 그 가로 조직구성원이 원

하는 것을 제공하여 보상과의 교환방식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행동요소”35)를 

32)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p.12.

33) Samuel Nguni, Peter Sleegers, and Eddie Denessen,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Effects on Teachers’ Job Satist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Primary Schools: The 

Tanzanian Case,”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Vol. 17, No. 2(2006), 

p.147.

34) 具甲文, “변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 육군조직을 심으로”(博士學位論文, 尙志大學校 大學院, 1998), p.23.

35) 성 태, op. cit.,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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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조건  보상은 다시 리더가 합의한 성과가 성취

되거나 부하가 그러한 성과를 성취하기 한 노력을 강화할 때 보상을 제공하

는 ‘ 정  의미의 조건  보상’과 리더가 합의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부하에 해 부정  피드백에서 해고에 이르는 처벌을 부과하는 ‘부정  의미

의 조건  징계’의 두가지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다.36)

  이러한 조건  보상은 보다 나은 성과에 한 칭찬이나 보수의 증가  승진

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리더와 부하 직원 간에 동의된 성과가 달성될 때 바로 

이 조건  보상은 만족할 만한 성과의 수 을 달성하려는 구성원의 노력을 강

화시킬 뿐 아니라,37) 조건  징계도 이 조건  보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성과

를 증가시킨다고 하겠다.38)

  

  (2) 외  리

  외  리란 “부하가 계획된 수 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단될 

때 리더가 개입하는 것”39)을 말하는데, 배스는 이 방법에서 리더의 개입은 성

과가 기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로 이루어지며 부정  강화가 동반된다고 하고 

있다.40) 즉, “ 외  리를 사용하는 리더는 기 하는 성과를 얻기 해서 조

직구성원에게 명백한 기 을 제시하여 주입시키는데 조직구성원이 기 에 못 

미친다고 단되면 리더는 그 원인을 기 의 모호성 는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이해 부족으로 간주하고 재교육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시도함과 동

시에 기 의 모호성을 이려 하며, 여기에 동반될 수 있는 부정  강화는 임

삭감, 리더의 지지약화, 벌  는 해고 등”41)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외  리는 최근의 연구에서 다시 극 인 

외  리와 소극 인 외  리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자는 업무가 정

36)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p. 122.

37) 林榮鎬, “리더십 類型과 行政成果의 相關關係에 한 硏究”(博士學位論文, 韓南大學校 大

學院, 2002), p.43.

38) 姜炯求, “리더십 類型과 임 워먼트와의 關係에 關한 硏究”(碩士學位論文, 서울大學校 大

學院, 2001), p.24.

39)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p.135.

40) Ibid.

41) B.M. Bass and B.J. Avolio, “The Implication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r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Vol. 4(1990), pp. 59-68.(성 태, op.cit., p. 

30 재인용).



74  대학도서관 상사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해진 차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여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

하고, 후자는 일이 정해진 차에 벗어났을 경우에만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42) 

2.3 조직몰입에 한 이론

2.3.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해 갖고 있는 개인 인 태도로서, 자신이 소속된 조

직에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43)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조직몰입은 특히 1970년 에 들어서 리자들과 조직분석가들이 고

용자의 이직률 감소와 성과제고 방안에 해 많은 심을 보이면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진 주제 분야이다.44) 이처럼 조직몰입에 한 연구가 심을 끌게 

된 것은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이직을 측하는데 더욱 효과 이며”,45) 조

직구성원의 기여  행동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최근에는 리

더십의 유효성 측정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46)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조직몰입에 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

면 이를 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아

직까지 일반화되지 못한 체 모데이(R.T. Mowday) 등과 강신규가 열거하고 있

는 것47)처럼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각주 45>에 

제시된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념  정의를 내려보

42) 김애교,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석사학 논문, 한양 학

교 행정 학원, 2004), pp.20-21.

43) 오진, “지방행정조직에서 상사의 리더쉽 유형과 공무원의 조직몰입”(석사학 논문, 호

서 학교 학원, 2000), p.29.

44) 宋炳昊, “警察署長의 리더십이 警察官의 組織沒入에 미치는 影響에 한 硏究”(博士學位

論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2003), p.24.

45) 강신규, op. cit., p.34.

46) 성 태, op. cit., p.66.

47) ‘조직몰입’의 개념  정의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R.T. Mowday, L.W. Poter, and 

R.M. Steers, Employee Organization Link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New York: Academic Press, 1982), p.52와 오진, op. cit., 

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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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한 만족감, 소속감, 자부심, 충성심 등과 같

은 감정을 통하여 느끼는 심리  애착의 정도(정서  몰입)와 조직을 떠남으로

써 잃게 될지도 모르는 축 된 투자나 부수  투자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있다고 느끼는 개인  경험의 정도(지속  몰입), 그리고 조직의 목표, 가

치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해 개인 으로 느끼는 도덕  의무감의 

심리  상태(규범  몰입)”48)라고 할 수 있다. 

  

2.3.2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도 역시 조직몰입에 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한 최근

의 연구를 보면 이를 정서 , 지속 , 규범  몰입 측면이 혼합된 다차원 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49)을 감안하여 알 (N.J. Allen)과 메

이어(J.P. Meyer)의 이론을 근거로 정서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정서  몰입

  정서  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충성심, 호의, 따뜻함, 소속감, 다정함, 행복감, 

유쾌함 등과 같은 감정을 조직에 해 개인 으로 느끼는 심리  애착의 정도, 

즉 조직에 한 열정과 충성심, 자 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망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50) 이러한 몰입은 “개인특성과 조직  직무 련 특성, 그리고 

직무경험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겠으며, 조직 내에서 욕구가 충족되거나 자신들

의 기 에 부합하는 경험을 쌓아온 종업원들은 그 지 않은 종업원들보다 조직

에 하여 더 강한 심리  애착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51)고 하겠다.

  

48) 강신규, op.cit., pp.37-38.

49) 宋炳昊, op. cit., p.27.

50) R.M. Kanter, “Commitment and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Commitment 

Mechanisms in Utopian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No. 

4(1968), pp.499-517.

51) 강신규, op. cit.,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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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속  몰입

  지속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에 

구성원으로 남아있다고 느끼는 개인  경험의 정도, 즉 조직에 잔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조직을 떠남으로써 얻게 되는 손실을 고려한 경제  측면의 

몰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몰입은 종업원이 조직을 떠나면 잃게 될지도 

모르는 축 된 투자나 여러 가지 이해 계 요소들을 인지하게 될 때, 그리고 

조직에 남는 것과 비교할 만한 안이 불확실할 때 형성된다52)고 하겠다. 

  따라서 상기한 정서  몰입과 비교해 볼 때 정서  몰입이 조직에 한 감정

 애착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자발  몰입인데 반해, 이 몰입은 조직과의 계

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  몰입으로, 구성원

들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몰입이라고 하겠다.53) 

  

  (3) 규범  몰입

  규범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가치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해 개인 으로 느끼는 심리  애착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에서

는 정서  몰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54) 단지 조직에 몰입하여야 한다

는 사회의 규범에 의해서 몰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4 가설

  

2.4.1 변수설정

  이 연구의 가설설정은 한 변수는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를 종속변

52) H.S. Becker, “Notes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6, No. 1(1960), pp.32-36.

53) N.J. Allen and J.P. Meyer,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3(1990), pp.1-18(성 태, op. cit., p. 72 ; 강신규, op. 

cit., pp.40-41 재인용)

54) Allen and Meyer, op. cit., pp. 1-18(성 태, op. cit., pp.72-73 ; 강신규, op. cit., p.41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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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하여 <표 1>과 같이 선정하 다. 

<표 1> 가설설정을 위한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  리더십 거래  리더십 조직몰입

카리스마 조건  보상 정서  몰입

개별  배려 외  리( 극 ) 지속  몰입

지  자극 외  리(소극 ) 규범  몰입

2.4.2 가설

 가설은 표 에 따라 부정 으로 진술하는 귀무가설( 가설 null hypothesis)과 

정 으로 진술하는 립가설( 체가설, 연구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로 

나 어 볼 수 있는데,55) 이 연구에서는 후자를 채택하 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 구성요소는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구성요소에 정(+)의 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한 

향력은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도서  상사의 거래  리더십 구성요소는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구성요소에 정(+)의 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한 

향력은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은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하여 

거래  리더십보다 더 큰 향력을 미칠 것이다.

55) 정충 ,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제 4 (서울: 貿易經營社, 2002), p.84; 金

在恩, 敎育ㆍ心理ㆍ社 硏究方法(서울: 益文社, 1975), pp.127-129; 金宗西, 現場硏究法의 

理論과 實際(서울: 培英社, 1968),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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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차

3.1 조사방법  상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을 채택하 으며, 자료수집은 교육

학․방송통신 학․경찰 학․군 계 학(교)  4년제 인정 각종 학교를 제외

하고 사서 수가 10명 이상인 4년제 국공립사립 학 75개 , 사서직원 1,408명

을 모집단으로 하여 집락표집방법(cluster sampling)으로 추출한 표본 23개 

학, 466명을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 범 설정을 10명 이상인 학만으로 

국한한 것은 학도서 의 업무분야별 통솔범 를 용하여 산출한 1 당 정 

하부 단 수와 직원 수가 3～4개 소 , 18～24명이고, 이  사서직원 수는 비

사서직원수와의 구성비가 65% : 35%이므로56) 11～15명이 되기 때문이다. 

3.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은 변 ․거래  리더십의 측정의 경우

에는 배스가 개발한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의 문항을, 조직몰입 측정은 알 과 

메이어가 채택한 조직몰입 설문지의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학도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선정하 다. 그리고 설문지 형식은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문항은 

5  척도로 구성한 수  평정척도형(rating scale method)을 채택하 으며, 인

구통계학  특성을 묻는 문항은 선다형을 채택하 다. 설문지의 문항 수는 변

 리더십 17개, 거래  리더십 11개, 조직몰입 13개, 인구통계학  특성 5개, 

계 4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3.3 설문지 배부  회수

  

  설문지의 배부  회수는 2008년 2월 12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자우편으

로 총466부를 배부하여 344부를 회수하 다(회수율이 73.8%). 그러나 자료분석 

56) 손정표, “ 학도서 의 직원․자료․시설 계획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 연세 학교 

학원, 1993),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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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이  응답이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하고 332부를 분석하 다(표집오차

폭을 산출하여 본 결과 ±4.8%로 95%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 다. 분석방

법으로는 학도서  상사의 리더십 유형과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간의 계분

석은 피어슨(K. Pearson)의 률상 법을 채택하 다. 그리고 학도서  상사

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 악을 한 분석은 

목 에 따라 단순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

성은 빈도분석을 하 다. 

  

3.5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본 결과, 신뢰성은 계수알 (Cronbach's 

alpha) 값이 변  리더십의 경우는 0.963, 거래  리더십은 0.795, 조직몰입은 

0.855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설문지로 확인되었으며, 타당성의 경우는 내용 

타당성은 이미 변 ․거래  리더십에 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토 로 설문지를 작성하 으므로 제외하고, 신 구성개념에 한 타당성을 요

인분석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변 ․거래  리더십을 의미있게 설명해  수 

있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6개로서, 이  변  리더십의 3개 요인이 

총 분산의 73.7%를, 거래  리더십의 3개 요인이 총 분산의 67.5%를, 조직몰

입은 3개 요인의 총 분산의 64.1%를 보여주고 있어 비교  높은 설명력을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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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학도서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

4.1.1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향력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극의 3개 요소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인 정서  몰입, 지속  몰입, 규범  

몰입의 3개 요소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한 결과

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상관계수

변 수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카리스마  1.000

개별  배려 .837 ** 1.000

지 자극 .781 ** .801 **  1.000

정서  몰입 .322 ** .350 ** .356 ** 1.000

지속  몰입 .277 ** .304 ** .320 ** .620 ** 1.000

규범  몰입 -.058 -.084 -.017 .131 * .237 ** 1.000

         N=332                                  * p<.05, ** p<.01  (1-tailed)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  리더십의 3개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

별  배려’, ‘지 자극’과 조직몰입의 3개 구성요소  ‘정서  몰입’, ‘지속  몰

입’의 2개 요소 간에는 t검증 결과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약간 낮은 정(+)

의 상 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 조직몰입의 ‘규범  몰입’과는 유의수  0.05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변  리

더십의 구성요소들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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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  체 으로는 t검증 결

과 변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의 설명력( R 2)은 10.7%로 나타났다.

<표 3>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변수

결정
계수

( R2)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β)

t
유의도
(Sig.t)

F값

변  
리더십
( 체)
(상수)

조직몰입
( 체)

0.107 0.246

2.720

0.042

0.129

0.327 5.885 **

21.165

.000

.000

34.628 **

Sig=.000

카리
스마

정서 몰입
(상수)

0.104 0.265
2.942

0.045
0.134

0.322 5.900 **

21.944
.000
.000

34.808 **

Sig=.000

지속 몰입
(상수)

0.077 0.265
2.255

0.053
0.158

0.277 5.008 **

14.265
.000
.000

25.076 **

Sig=.000

규범 몰입
(상수)

0.003 -0.054
3.522

0.053
0.160

-0.058 -1.018
22.073

.310

.000
1.036

Sig=.310

개별  
배려

정서 몰입
(상수)

0.123 0.319
2.716

0.048
0.152

0.350 6.673 **

17.864
.000
.000

44.528 **

Sig=.000

지속 몰입
(상수)

0.093 0.318
2.029

0.056
0.178

0.304 5.691 **

11.390
.002
.000

32.385 **

Sig=.000

규범 몰입
(상수)

0.007 -0.085
3.622

0.056
0.180

-0.084 -1.504
20.109

.134

.000
2.263

Sig=.134

지  
자극

정서 몰입
(상수)

0.127 0.335
2.663

0.049
0.156

0.356 6.786 **

17.103
.000
.000

46.052 **

Sig=.000

지속 몰입
(상수)

0.103 0.348
1.933

0.058
0.183

0.320 6.022 **

10.590
.000
.000

36.259 **

Sig=.000

규범 몰입
(상수)

0.000 -0.018
3.415

0.059
0.188

-0.017 -0.295
18.178

.768

.000
0.087

Sig=.768

                        * p<.05, ** p<.01

  

  다음으로 구성요소별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  리더십의 ‘카

리스마’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향력의 경우는 t검증 결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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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과 ‘지속  몰입’에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

나, ‘규범  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설명

력( R2)은 ‘정서  몰입’에 하여는 10.4%, ‘지속  몰입’에 하여는 7.7%로 

나타났다.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의 경우도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 ‘지속  

몰입’에 해서는 t검증 결과 역시 ‘카리스마’와 마찬가지로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범  몰입’에 해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이들의 설명력( R2)은 ‘정서  몰입’에 하여는 12.3%, ‘지속

 몰입’에 하여는 9.3%로, ‘카리스마’보다는 약간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의 경우도 역시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 ‘지속  몰입’에 해서는 t검증 결과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된 반면, ‘규범  몰이’에 해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의 설명력( R2)은 ‘정서  몰입’에 하여는 12.7%, ‘지속  몰입’에 하여는 

10.3%로, 상기한 ‘카리스마’나 ‘개별  배려’보다는 약간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

고 있다. 

  

<표 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 강도 순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결정
계수

( R2)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β)

t
유의도
(Sig.t)

F값

정서

몰입

지 자극

개별 배려

(상수)

0.130

0.144

0.194

0.174

2.551

0.083

0.079

0.167

0.206

0.195
2.327

*

2.198 *

15.247

.021

.029

.000

24.380
**

Sig=.000

지속  

몰입

지 자극

(상수)

0.089 0.328

1.983

0.061

0.195

0.298 5.338
**

10.186

.000

.000
28.497

**

Sig=.000

규범  

몰입
․ ․ ․ ․ ․ ․ ․ ․

                        * p<.05, ** p<.01

  이들을 다시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상  향력의 강도(强度)는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기 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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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법(stepwise method)으로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정서  몰입’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로는 t검증 결과 ‘지 자극’과 ‘개별

 배려’의 2개 요소로 나타났으며, ‘지속  몰입’의 경우는 ‘지 자극’의 1개 요

소로 나타난 반면,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조직몰입  ‘정서  

몰입’의 경우는 변  리더십의 ‘지 자극’과 ‘개별  배려’의 2개 요소가 이 

요소에 하여 14.4%(지 자극 13.0% + 개별  배려 1.4%)의 낮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  몰입’의 경우는 변  리더십의 ‘지 자

극’이 이 요소에 하여 8.9%의 낮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이 조직몰입의 ‘지속  몰입’에 향을 미치는 

강도는 변수의 상  향력을 측정하기 해 표 화한 계수(β)에 제시된 바

와 같이 0.298로 나타났으며, 변  리더십의 ‘지 자극’과 ‘개별  배려’의 2개 

구성요소가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치는 강도(强度)의 순 는 베

타 가 치가 ‘지  자극’이 0.206, ‘개별  배려’가 0.195임을 볼 때, ‘지  자극’

이 가장 큰 향을, 그 다음이 ‘개별  배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체 으로는 변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나, 구성요소별로는 조직몰입의 3개 구성요

소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만 정(+)의 방향으로 향력을 미치고 있

고, 상  향력은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이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특

히 학도서 의 경우 사서직원의 직무내용을 보면 지 인 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직무의 특성도 체로 상사의 지시나 통제를 자주 받아서 수행하기 보다

는 ‥‥ 상사와 동일 수 에서 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율 인 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업무가 많기 때문”57)에 카리스마  권 나 개별  배

려보다는 사서직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 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환경을 조

성하고, 술한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부하 직원

에게 자기 자신과 조직에 한 가치 , 신념을 심어주어 자기 개발과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지 자극을 주는 것58)을 보다 선호하기 때문으로 

57) 河貞蘭, op. cit.,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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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조직

몰입의 구성요소에 정(+)의 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한 향력

은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1.2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향력

  학도서  상사의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조건  보상과 외  리

( 극 ), 외  리(소극 )의 3개 요소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인 정서  몰

입, 지속  몰입, 규범  몰입의 3개 요소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상관계수

변 수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적극적)

예외적
관리

(소극적)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조건  보상  1.000

외  리

( 극 ) -.119 * 1.000

외  리

(소극 ) .280 ** .193 ** 1.000

정서  몰입 .301 ** -.065 .116 * 1.000

지속  몰입 .314 ** .054 .091 .620 ** 1.000

규범  몰입 -.014 .141 * .107 .131 * .237 ** 1.000

N=332                              * p<.05, ** p<.01  (1-tailed)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래  리더십의 3개 구성요소  ‘조건  보상’

은 t검증 결과 조직몰입의 3개 구성요소  ‘정서  몰입’, ‘지속  몰입’과는 유

의수  0.01에서 유의한 약간 낮은 정(+)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규범

 몰입’과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거래  리더십의 ‘ 외  리( 극 )’은 ‘조건  보상’과는 반 로 ‘규범  

58)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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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는 유의수  0.05에서 낮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  몰입’, ‘지속  몰입’의 2개 구성요소와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외  리(소극 )’은 ‘정서  몰입’과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낮은 정(+)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속  

몰입’, ‘규범  몰입’과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상 계를 이루고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이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  체 으로는 t검증 결과 거래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의 설명력( R 2)은 

9.1%로 나타났다.

  

<표 6>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변수

결정
계수

( R2)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β)

t
유의도
(Sig.t)

F값

거래
리더십 
( 체)
(상수)

조직몰입
( 체)

0.091 0.343

2.508

0.062

0.178

0.302 5.536
**

14.094

.000

.000

30.650
**

Sig=.000

조건  
보상

정서 몰입
(상수)

0.090 0.307
2.863

0.055
0.156

0.301 5.577
**

18.303
.000
.000

31.101
**

Sig=.000

지속 몰입
(상수)

0.099 0.368
2.010

0.063
0.179

0.314 5.850 **

11.253
.000
.000

34.218 **

Sig=.000

규범 몰입
(상수)

0.000 -0.016
3.408

0.064
0.182

-0.014 -0.249
18.717

.804

.000
0.062

Sig=.804

외
리

( 극 )

정서 몰입
(상수)

0.004 -0.057
3.881

0.049
0.153

-0.065 -1.161
25.392

.247

.000
1.348

Sig=.247

지속 몰입
(상수)

0.003 0.055
2.853

0.056
0.177

0.054 0.970
16.153

.333

.000
0.941

Sig=.333

규범 몰입
(상수)

0.020 0.137
2.952

0.054
0.168

0.141 2.557
*

17.623
.011
.000

6.540
*

Sig=.011

외  
리

(소극 )

정서 몰입
(상수)

0.013 0.112
3.383

0.054
0.159

0.116 2.087
*

21.330
.038
.000

4.356
*

Sig=.038

지속 몰입
(상수)

0.008 0.101
2.732

0.062
0.183

0.091 1.636
14.920

.103

.000
2.677

Sig=.103

규범 몰입
(상수)

0.012 0.115
3.034

0.059
0.176

0.107 1.936
17.221

.054

.000
3.748

Sig=.054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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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향력을 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  ‘조건  보상’은 t검증 결과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는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범

 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설명력

( R2)은 ‘정서  몰입’에 하여는 9.0%, ‘지속  몰입’에 하여는 9.9%로 나타

났다. 

  한편 거래  리더십의 ‘ 외  리( 극 )’이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별로 미

치는 향력의 경우는 t검증 결과 ‘규범  몰입’에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  몰입’과 ‘지속  몰이’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의 설명력( R 2)을 보면 2.0%의 낮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

어 미치는 향력은 미미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거래  리더십의 ‘ 외  리(소극 )’의 경우는 ‘ 외  리( 극

)’인 경우와 달리 ‘정서  몰입’에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지속  몰입’과 ‘규범  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의 설명력( R2)도 ‘정서  몰입’에 하여 1.3%의 아주 낮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상기한 ‘ 외  리( 극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치는 향력

은 역시 미미하다고 하겠다.

  

<표 7>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 강도 순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결정

계수

( R 2)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β)
t

유의도

(Sig.t)
F값

정서

몰입

조건 보상

(상수)

0.089 0.305

2.871

0.157

0.055

0.298 5.502
**

18.276

.000

.000
30.270

**

Sig=.000

지속

몰입

조건 보상

(상수)

0.104 0.377

1.987

0.063

0.179

0.322 5.986
**

11.113

.000

.000
35.828

**

Sig=.000

규범

몰입

외 리

( 극 )

(상수)

0.021 0.139

2.947

0.054

0.170

0.144 2.572
*

17.386

.011

.000

6.615
*

Sig=.01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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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다시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향력의 강도(强度)를 알아보기 

해 단계  선택법으로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거래  리

더십의 구성요소로는 t검증 결과 ‘조건  보상’의 1개 요소로 나타났으며, ‘규범

 몰입’의 경우는 ‘ 외  리( 극 )’의 1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의 설명력( R 2)을 보면,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의 경우는 거

래  리더십의 ‘조건  보상’이 이들 각각에 하여 8.9%와 10.4%의 설명력을, 

‘규범  몰입’의 경우는 ‘ 외  리( 극 )’이 2.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특히 후자의 ‘ 외  리( 극 )’의 경우는 미치는 향력이 다고 하

겠다. 

  한편 거래  리더십의 ‘조건  보상’이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향을 미치는 강도는 각 변수의 상  향력을 측정하기 해 표

화한 계수(β)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 0.298, 0.322로 나타났으며, 거래  리

더십의 ‘ 외  리( 극 )’이 조직몰입의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치는 강

도는 0.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체 으로는 거래  리더십도 변  리더십처

럼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며, 구성요소별로는 거래  리더십

의 구성요소  ‘조건  보상’은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 외  리

( 극 )’은 ‘규범  몰입’에, ‘ 외  리(소극 )’은 ‘정서  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상  향력은 거래  

리더십의 ‘ 외  리( 극 )과 ‘ 외  리(소극 )’은 조직몰입에 큰 향

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조건  보상’은 다소 낮기는 해도 다른 요소에 비해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상은 학도서  사서직원의 직무의 성격이 체로 문  지식의 요구가 

높고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는 직무이므로 성과가 기  이하로 떨어질 경우 리

더가 직  개입하여 처벌과 훈련 등의 방법으로 즉시 가시 인 성과를 즉시

으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 외  리(소극 )’이나 사서직원이 성과에 능동

일 수 있도록 사 에 감독하여 업무수행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 외  리( 극 )’ 방법보다는 인사고과상의 반 이나 성과 의 가산  

등과 같이 개인  욕구충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조건  보상’에 보다 

높은 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 학도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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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정(+)의 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한 향력은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1.3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  

향력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  설명력, 즉 상  향력의 정도를 악하기 하여 입력방법

(enter method)으로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먼  조직몰입 

체에 하여는 1단계로 거래  리더십만을 투입했을 때와 2단계로 변  리

더십과 동시에 투입했을 때의 t검증 결과 거래  리더십이 변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  향력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들

은 11.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상  향력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표 8>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정서  몰입’에 하여는 t검증 결과 변

 리더십이 거래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에 더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지속  몰입’에 하여는 두 리더십이 동시 

투입되었을 때의 t검증 결과는 상기한 ‘정서  몰입’의 상과는 반 로 거래  

리더십이 변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의 ‘지속  몰입’에 더 큰 향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설명력은 12.0%로 나타났다. 

  한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규범  몰입’에 해서도 두 리더십이 동시 투

입되었을 때의 t검증 결과를 보면 역시 거래  리더십이 변  리더십보다 더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리더십들이 ‘규범  몰입’

의 변화 정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 R2)를 보면 3.6%에 그친 낮은 설명력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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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구분 단계 변수
결정
계수

( R2)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
(β)

t
유의도
(Sig.t)

F값

조직
몰입
( 체)

1

거래
리더십

0.091 0.343 0.062 0.302 5.536 ** .000 30.650
**

(상수) 2.508 0.178 14.094 .000 .000

2

거래
리더십

0.091 0.198 0.085 0.173 2.341 * .020 18.449
**

변
리더십

0.117 0.154 0.056 0.204 2.760 ** .006
.000

(상수) 2.439 0.186 13.129 .000

정서
몰입

1

거래
리더십

0.073 0.375 0.076 0.270 4.939 ** .000 24.395 **

(상수) 2.648 0.218 12.126 .000 .000

2

거래
리더십

0.073 0.092 0.103 0.066 0.896 .371 20.594 **

변
리더십

0.128 0.288 0.068 0.312 4.266 ** .000
.000

(상수) 2.572 0.225 11.434 .000

지속
몰입

1

거래
리더십

0.105 0.517 0.086 0.324 6.017 ** .000 36.201 **

(상수) 1.564 0.247 6.333 .000 .000

2

거래
리더십

0.105 0.284 0.120 0.174 2.361 * .019 19.102 **

변
리더십

0.120 0.223 0.079 0.207 2.815 ** .005
.000

(상수) 1.531 0.264 5.804 .000

규범
몰입

1

거래
리더십

0.003 0.086 0.088 0.056 0.984 .326 0.968

(상수) 3.125 0.252 12.413 .000 .326

2

거래
리더십

0.003 0.369 0.124 0.230 2.984 ** .003 5.283
**

변
리더십

0.036 -0.238 0.081 -0.225 -2.917
** .004

.006

(상수) 3.034 0.271 11.202 .00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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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  향력은 체 으로는 

두 리더십 간에 차이는 크지 않지만 거래  리더십이 변  리더십보다 강도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별로도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정서  몰입’에 하여는 변  리더십이 거래  리더십보다 더 높

게 나타난 반면, ‘지속  몰입’과 ‘규범  몰입’에 하여는 거래  리더십 쪽이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은 자의 경우에는 사

서직원의 직무내용이 문 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상사와 동일 수 에서 

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율 인 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해 개인 으로 느끼는 심리 인 애착

과 자 심을 갖게 하는데는 특히 변  리더십 에서 부하들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해주고, 신뢰감과 존 심을 보여주는 방식인 ‘개별  배려’와 자기 자

신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격려해주

는 방식인 ‘지 자극’을 보다 많이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거래  리더십보다 성

과 달성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에 후자의 경제  측면에서의 몰입을 의미하는 ‘지속  몰입’과 직무에 

한 심리  애착 측면에서의 몰입을 의미하는 ‘규범  몰입’의 경우에는 변

 리더십의 결과와는 달리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 가운데서도 <표 7～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건  보상’을 자신들의 노력에 한 기 에 어 나지 

않도록 합리 인 방향으로 강화하여 나간다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사의 간섭

없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직무에 한 자신의 결정을 도서  운  

 리  차원에 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개인   

경제  욕구 측면에서 단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규범  몰입’

의 경우에는 두 리더십 간에 유의한 차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설명력이 낮음을 

볼 때 이는 어느 특정한 리더십의 향을 받는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술한 

바처럼 사서직 업무가 비교  자율성이 높은 지  업무가 많고, 리와 련성

이 없는 직무상의 특성 때문에 상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더라도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다는 도덕  측면에서의 내재  가치 이 몸에 배

어 있는데서 생겨난 요소가 아닐까 사료된다. 따라서 ‘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은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하여 거래  리더십보다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가설 3>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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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결론

  이 연구는 학도서  상사의 변 ․거래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고찰하여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한 리

더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 연구의 방법은 46개 문항으로 된 설문지법을 채택하 으며, 자료의 수집 

 분석은 사서수가 10명 이상인 75개 학 사서직원 1408명을 상으로 집락 

표집한 23개 학도서  사서직원 466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32부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도서  상사의 변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사서직원의 조직몰

입의 구성요소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한 분석결과는 두 리더십이 공히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고, 구성요소별로는 변  리더십의 경우에

는 모든 요소가 조직몰입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만, 거래  리더십

의 경우에는 구성요소  ‘조건  보상’은 조직몰입  ‘정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 외  리( 극 )’은 ‘규범  몰입’에만, ‘ 외  리(소극 )’은 ‘정

서  몰입’에만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 강도(强度)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

는 변  리더십의 경우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정서  몰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 자극’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개별  배려’로 나타

났으며, ‘지속  몰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 자극’의 1개 요

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래  리더십의 경우에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정

서  몰입’과 ‘지속  몰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건  보상’의 1

개 요소로, ‘규범  몰입’에는 ‘ 외  리( 극 )’의 1개 요소로 나타났다. 

  학도서  상사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  향력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는 체 으로는 거래  리더십

이 변  리더십보다 더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성요소별로

는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은 변  리더십 쪽이, ‘지속  몰입’과 ‘규범  몰

입’은 거래  리더십 쪽이 더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 로 학도서  사서직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한 상사의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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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학도서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은 상사의 리더십이 변  리더십일 

때 보다는 거래  리더십일 때 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을 감안하여 리더십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학도서  사서직원의 직무의 성격을 보면 문  지식의 요구와 자

율성이 높은 직무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높이려면 리더가 직  

개입하여 처벌과 훈련 등의 방법으로 가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소극 인 

외  리’ 형태나 업무가 정해진 차에서 벗어나려고 할 경우 사 에 조치

를 취하는 방식의 ‘ 극 인 외  리’ 형태보다는 인사고과상의 반 이나 

성과 의 가산  등과 같이 개인  욕구충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조

건  보상’ 형태의 거래  리더십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도서 의 경우에는 비록 거래  리더십 쪽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 지만,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 모두가 사서직원의 조직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사는 어느 

한쪽의 리더십 유형에 치우치지 말고 도서 의 업무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리

더십을 하게 발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변  리더십

을 발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도서  사서직원의 직무의 성격을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문 인 지식의 요구와 자율성이 높은 직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카리스마  권 나 개별  배려보다는 사서직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 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개발과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갖

도록 격려하는 ‘지 자극’ 형태의 리더십 발휘가 바람직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신규. 2001. “리더십 유형에 한 종업원의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 박사학 논문, 배재 학교 학원.

姜炯求. 2001. “리더십類型과 임 워먼트와의 關係에 關한 硏究,” 碩士學位論

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具甲文. 1998. “변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육군조직을 심으로.” 博士學位論文, 尙志大學校 

大學院.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93

權鳳顔. 2004. “리더십 類型, 組織特性 知覺  職務特性과 職務스트 스, 組織

沒入, 移職意圖 間에 한 硏究.” 博士學位論文, 京畿大學校 大學院.

權祥述. 1996. “上司의 變革的 리더십과 去來的 리더십이 組織構成員의 態度 

 知覺에 미치는 影響.” 博士學位論文, 西江大學校 大學院.

김보연. 2003.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학원.

김성국. 2007. 조직과 인간행동. 제3 . 서울 : 명경사.

金秀珍. 1998. “大學圖書館에서의 리더십 類型과 職務滿足 間의 關係에 한 

硏究.” 碩士學位論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김애교. 2004.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 석사학

논문, 한양 학교 행정 학원.

박인웅. 2000. “도서 장의 략  리더십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

지, 31(4) : 341-354.

박희태. 2003.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과 

연구.” 석사학 논문, 국방 학교 국방 리 학원.

성 태. 2006. “기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박사학 논문, 계명 학교 학원.

손소빈. 2001. “교장의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

는 향.” 박사학 논문, 한양 학교 학원.

손정표. 1993. “ 학도서 의 직원․자료․시설 계획에 한 연구.” 박사학 논

문, 연세 학교 학원.

宋炳昊. 2003. “警察署長의 리더십이 警察官의 組織沒入에 미치는 影響에 

한 硏究.” 博士學位論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沈孝貞. 2006.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博士學位論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옥수 , 김경숙. 2002. “ 학도서 에서 효율 인 조직경 을 한 TQM 용

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3(1) : 258-282.

유길호, 박정숙. 2002.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학도서  사서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3(4) : 125-147.

유길호, 한계문. 2005. “공공도서 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의 스트 스 증세에 

미치는 향.”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6(3) : 5-20.



94  대학도서관 상사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劉鍾海. 2002. 조직 리. 제5 정 . 서울 : 博英社.

劉哲鍾, 2001. “리더십類型이 임 워먼트에 미치는 影響에 한 硏究.”, 博士

學位論文,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李昌洵. 2001. 조직: 구조와 과정. 서울 : 博英社.

林榮鎬. 2002. “리더십 類型과 行政成果의 相關關係에 한 硏究.” 博士學位

論文, 韓南大學校 大學院.

오진. 2000. “지방행정조직에서 상사의 리더쉽 유형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석사학 논문, 호서 학교 학원.

정춘화. 1992. “공공도서  조직의 리더십에 한 연구.” 圖書館學論集, 19 : 

1-34.

채서일. 2003.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 학 사.

河貞蘭. 2007. “ 학도서 의 리더십 유형이 사서직원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 碩士學位論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한두완. 1984. “大學圖書館 要職의 指 性에 한 硏究.” 석사학 논문, 연세

학교 학원.

Allen, N.J and J.P. Meyer.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 1-18.

Bass, B.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 Free Press.

Bass, B.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 

19-31.

Bass, B.M. and B.J. Avolio. 199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Response to Critiques,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erspectives and Directions. New York : Academy Press.

Bass, B.M. and B.J. Avolio. 1990. “The Implication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r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4 : 59-68.

Becker, H.S., 1960. “Notes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95

Journal of Sociology, 66(1) : 32-40.

Burns, J.M.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Castiglione, James. 2006.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Library Environment.” Library Management, 

27(4/5) : 289-299.

Kanter, R.M., 1968. “Commitment and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Commitment Mechanisms in Utopian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4) : 499-517.

Mavrinac, Mary Ann. 200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eer 

Mentoring as a Values-based Learning Process.” Libraries and 

the Academy, 5(3) : 391-404.

Meindl, J.R. 1990. “On Leadership: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Wisdom.”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2 : 159-203.

Meyer, J.P. and N.J. Allen, 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 : 61-89.

Meyer, J.P., N.J. Allen and C.A. Smith, 1993. “Commitment to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4) : 538-551.

Mowday, R.T., L.W. Porter and R.M. Steers. 1992.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New Yor k: Academic Press.

Nguni, Samue, Peter Sleegers and Eddie Denessen, 2006.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Effects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Primary Schools: The Tanzanian Case.”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7(2) : 145-177.

Northouse, P.G. 2004.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3rd ed. London : 

Sage

Parrish, D.A. 2001. “The Impact of Leadership Behavi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Autonomy of Information Service 



96  대학도서관 상사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사서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Librarians.” Ph.D. Florida State University.

Riggs, D.E. and V.M. Sykes. 1993. “The Time f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Now.”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8(3/4) : 

55-68.

Winston, Mark D, and Susan Quinn. 2005. “Library Leadership in Times 

of Crisis and Change.” New Library World, 106(9/10) : 395-415.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97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관련 요소와

접수 ․의뢰건수 간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Related to Interlibrary Loan Service and the 

Number of Lending ․ Borrowing Case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손 정 표(Sohn Jungpy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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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is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related to 

interlibrary loan service and the number of lending and borrowing cases 

of 22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from 1991 to 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related 

to interlibrary loan servi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lending and borrowing cases. In the ranking for correlation 

1) 경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psohn@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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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s on the number of lending and borrowing cases on a factor 

by factor basis, the number of lending cas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r=-0.406) with the number of borrowing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number of lending case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number of graduate enrollments, library staff, library 

materials expenditure, serial titles, and total volum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more than ones of the other factors, but in the 

number of borrowing cases, only the number of volumes loane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more than others. And i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number of lending and borrowing cases, 

the number of volumes loaned showed higher positive correlation to the 

number of borrowing cases than the number of lending cases, while the 

number of graduate enrollments,

  Library staff, and library materials expenditure showed higher positive 

correlation to the number of lending cases than the number of 

borrowing cases.

1. 서 론

1.1 연구목

  21세기에 어들면서 사회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변해 

감에 따라 학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처해 나가기 해 학교육구조의 시

 방향 환만이 아니라 학도서 의 사구조 재체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안으로는 인쇄매체뿐 아니라 비 인쇄매체와 인터넷 정보자원에 이르기까지 

기하 수 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속히 

수집ㆍ분석ㆍ종합하여 다양한 도서 자료를 통한 교수ㆍ학습, 조사ㆍ연구 간에 

상호유기 인 계를 맺어  것을 요구하고 있고2) 밖으로는 “도서 의 자기

검, 자기평가의 결과를 운 의 개선에 살려나가는 한편, 자료비 삭감이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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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축 속에서도 업무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사를 확 하고 열린 도서 으로

서의 기능을 사회로 확 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것”3)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 상으로 학도서 의 사

구조 재체제화가 학교육의 내실화에 한 당면 과제로 부각되어 감에 따라 우

리나라 학도서 들도 “199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학평가 인정제 도입과 

극 인 국고지원에 힘입어 자료  시설확충과 도서  산화 진 등”4) 여

러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뿐 아니라 정부 당국은 2006년부터 

경북 학교 도서 에 국고지원 시범사업으로 설치ㆍ운 하고 있는 자ㆍ정보

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정부지원으로 501종 추가, 총 848종 소장)를 비

롯하여 2010년까지 5년 동안 10개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2008년 

4개, 2009년 2개, 2010년 3개 센터 추가 구축 계획임) 5,000여종의 외국학술지

를 추가로 확보하여 모든 학에 제공함으로써 학의 연구기반 확충과 더불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학도서  활성화 종합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

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등, 내실화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 학도서 의 장서개발 황을 보면 지난 15년여 동안 자료 

확충에 기울인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양 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의 

학도서 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면 밖으로는 “도서 이  어

드는 자원으로 인해 차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이게 되고, 도서 이 경쟁자들의 

언어와 기술을 채택하여 마스터하지 않는 한, 지원과 요성이  더 어드

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시 ”6)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뿐 아니라 안으로는 

정보생산량의 기하 수 인 증가율에 비례하여 자료구입 산을 증가해 나가기

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학 구성원의 지속 인 욕구충족과 교육과정의 

효율 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극 인 상호 력체제의 구축 아래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소장의 개념에서 근의 개념으로 신속히 

2) 손정표, “ 학도서 의 장서개발 련 요소와 장서규모간의 계 분석,” 情報管理學 誌, 

第18卷, 第4號(2001. 12), p.104.

3) 橫山桂, “大學圖書館とその 門職員,” 現代の圖書館, 第33卷, 第3號(1995. 9), p.162.

4) 손정표, “ 학도서 의 장서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한국도서 ㆍ정보학

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p. 277.

5) 교육인 자원부, “2007년도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에 605억 투자,” 교육인 자원부 보도

자료(2007. 3. 2)

6) D.E. Weingand, Customer Service Excellence: A Concise Guide for Librarians 

(Chicago: ALA, 1997), p.2(Peter Hernon and John R. Whitman, 도서 ㆍ정보센터의 고

객만족경 , 오동근, 등역( 구: 태일사, 2004), pp.22-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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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환경을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고 하겠다.7) 이러한 실

정임에도 우리나라 학도서 들이 “1990년  말에 어들면서부터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을 심으로 비로소 활성화를 보이기 시작한 상호문헌복사서비스를 제

외하고는 아직까지 자원공유의 개념  측면에서 정보자료의 공동개발과 단행본

의 상호 차 등과 같은 학도서  간 상호 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8)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에서 1991~2006년의 16년간 국공립 학도서

에서 행해진 상호 차를 상으로 한 필자의 한 논문9)의 후속 논문으로 상기한 

16년간 이루어진 상호 차의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내재하고 있는 

이들의 상  정도와 상 계수 순  간의 계, 각각의 상 계수의 요소 간 차

와 요소별로 나타난 수건수의 상 계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의 차 등을 

심층 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호 차의 업무량, 업무분석  직원 정배치 등 

업무 활성화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한계

1.2.1 연구방법

  이 연구의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수건수와 의뢰건수에 한 상 분

석은 국립 학도서 보 제10집～제25집(1992～2007년)과 한국 학연감 1992～

1999년, 국 학교수명부와 각 학요람, 2000～2007년에 수록된 통계를 바탕

으로 수집한 1991～2006년까지 16년간의 각 요소별 황을 종합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의 상 분석은 <2.1>의 변수설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상호 차의 

수건수와 의뢰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공립 학도서 의 상호 차와 련

된 10개의 내외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피어슨(Karl Pearson)의 

률상 법(product moment correlation method)으로 분석하 다.

7) John Hutchins, "Costing of Materials, Operations, and Services," in Resource 

Management in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David Baker(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7), pp.106-107.

8) 손정표,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도서

ㆍ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121.

9) 손정표,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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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검증은 상 계수에 한 검증의 경우는 t검

증법을, 수건수, 의뢰건수 각각에 한 요소별 상 계수 차와 요소별 수건

수의 상 계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검증은 Z검증법을 채택

하 으며,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요소별 상 계수 순  간의 계 유무는 스

피어만(Spearman)의 등 상 법(rank correlation method)을 채택하 다.

  이 연구의 상 분석과 검증은 ‘SPSS 12.0K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

하 으며, 상 계수의 차에 한 Z검증은 수작업으로 처리하 다. 

1.2.2 연구한계

  분석 상 범 는 사립 학도서 은 아직까지 상호 차 규모 련 통계가 발

표된 것이 없어 제외하고, 1991년 재 국공립 학도서 의회에 가입된 총 

23개 학  22개 학10)(교육 , 군 계 학 등 특수 설립목  학은 제

외)을 상으로 하 다. 여기서 분석 상 범  설정의 하한연도를 1991년으로 

한 것은 1990년 8월 13일～14일에 개최된 제42차 국립 학도서 의회 총회

에서 <도서 자료 상호이용규칙>이 공식 으로 확정ㆍ공포되었기 때문이다.11)

  상 분석을 한 독립변수는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내외  구성요소 

 제도  운 방법에 련된 요소와 같이 양  규모와의 직 인 련성 보

다는 활성화와 련성이 높은 요소,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계량화 

는 자료수집이 곤란한 요소 등은 제외하 다.

  학부  학원 학생수는 학부의 경우에는 학과별 정원제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공별, 학부별로도 되어 있고, 학원의 경우는 정원이 계열별 는 총 정

원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 편제정원을 정확히 악하기가 어려워 공히 등록

학생수를 기 으로 삼았으며, 이  학원 학생수는 학에 따라 석ㆍ박사 통

합과정으로 운 되는 학과도 있어 사실상 명확한 식별이 어려워 이 두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분석하 다.

10) 총 23개 학  22개 학만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여수 가 2006년에 남 와 통

합되어 2006년도 통계자료 입수가 불가능하 기 때문임.

11) 국공립 학 도서 의 상호 차는 동 의회의 회의록을 조사하여 본 결과 1976년 10월 

22일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이에 한 논의가 최 로 이루어진 뒤부터 소극 이나마 

실시되어 왔으나(國立大學圖書館報, 第1輯(1983), p.69; p.83 참조), 본격 으로 실시된 것

은 <도서 자료 상호이용규칙>이 1990년 8월 14일에 공식 으로 제정ㆍ공포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第42次國立大學圖書館協議  總  議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9輯

(1991),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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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수는 시간강사도 강의시간수를 근거로 임교원으로 환산하여 가산되어

야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임교수만으로 국한하 다.

  자자료는 1998년부터 수장 통계가 수록되어 있고, 시청각자료는 상호문헌

복사를 비롯한 상호 차의 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 다.

1.3 선행연구 개

  상호 차에 한 국외 연구동향을 보면 1876년 미국의 그린(Samuel Green)

이 상호 차에 한 기본원칙을 최 로 언 12)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으며, 실증  연구도 활발히 개되어 오고 있다.13)

  그러나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필자가 문헌정보학분야 색인을 조사하여 본 결

과 2008년 4월 말까지 발표된 총 43편14)의 논문  실증  논문은 21편으로 

비교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학도서 을 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12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 김진용은 우리나라 학도서 의 상호 차 운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문제 을 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다.15)

  1993년 최명순은 31개 국공립 학도서 을 상으로 상호 차 업무의 운 실

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 을 출하고 상호 차의 활성화를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16)

  1994년 이성숙은 국립 학도서 의회의 회원도서 을 상으로 상호문헌복

12) M.M. Reynolds, "Interlibrary Loan: A Reference Service," Library Trends, Vol. 12, 

No. 3(Jan, 1964), p.426.

13) 1870년 부터 1990년 에 이르기까지 국외 연구동향은 Lois C. Gilmer, Interlibrary 

Loan: Theory and Management(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94), 

pp.239-255. 참조.

14) 문헌정보학분야 색인에 수록된 상호 차에 한 논문은 1960년 에 7편, 1970년 에 7편

( 복1편 제외), 1980년 에 11편, 1990년 에 10편( 복 2편 제외), 2000년 에 8편, 계 

43편으로 나타나고 있다(朴俊植編, 韓國圖書館學關聯文獻索引, 1945-1974(大邱: 慶北圖書

館學 , 1976), pp.136-137 ; 박 식, 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서울: 

한국도서 회, 1994), p.49. ; pp.223-227.) ; <http://www.nanet.go.kr/dl/z-client/ 

do-search.php>의 국내학술잡지기사색인을 조사한 것임)

15) 金鎭龍, “大學圖書館奉仕를 한 相互貸借에 關한 硏究”(碩士學位論文, 延世大學校 敎育

大學院司書敎育 攻, 1975)

16) 崔明淳, “相互利用制度의 活性化 方案-國公立大學圖書館을 심으로,”國立大學圖書館報

(國立大學圖書館協議 ), 第1輯(1993), pp.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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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나타난 운 상의 문제 과 효과

인 운  방안을 제시하 다.17)

  1996년 권순박은 1993～1994년도에 이루어진 국립 학도서 의 상호 차 실

태, 1995년도에 이루어진 구지역 4개 학도서   5개 의과 학도서 , 포

항공과 학도서 의 상호 차 실태와 일본의 1993년도 국ㆍ사립 학도서  상

호 차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학도서 의 상호 차 활성화 수  설정을 

한 추정량 제시와 사립 학도서 의 상호 차 활성화를 한 종합목록 제작 

방안을 제시하 다.18)

  같은 해에 이경민은 1992～1994년까지 국ㆍ공립 학도서 의회에 가입된 

21개 회원도서 을 상으로 상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학도서  상호

차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 으며,19) 1997년에는 국 56개 

학도서   상호 차 건수가 많은 상  10개 과 건수가 은 하  10개

을 선정하여 이들 두 집단의 인 자원, 자료, 조직 리  운  측면에서의 특

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20)

  1998년 윤희윤은 1991～1996년 간에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의 학도서  1

개  당 평균 문헌제공 사의 규모와 연평균 변화율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문

헌제공 사의 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 을 출하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

다.21)

  1999년 문명신은 국내 학도서 의 상호 차 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 을 

살펴보고 향후 망에 한 견해를 제시하 다.22)

  2000년 김기세는 우리나라 학도서 의 상호 차 황과 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호 차를 실시 인 4개 기 의 상호 차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

17) 이성숙, “ 국립 학도서 의 문헌복사 사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충남 학교 학

원 문헌정보학과, 1994)

18) 권순박, “ 학도서 의 상호 차 황과 개선방안,” 大學敎育, 제81호(1996. 5ㆍ6), 

pp.72-86.
19) 李京珉, “大學圖書館 相互貸借의 活性化 要人에 한 硏究”(博士學位論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1996)

20) 이경민, “한국 학도서 의 상호 차 효율을 높이는 요인분석,” 문헌정보학연구지(숭의여

자 문 학 문헌정보학과), 제23호(1997. 12), pp.7-29.

21) 윤희윤, “ 학도서  문헌제공 사의 황분석과 강화방안,” 圖書館學論集, 第29輯

(1998, 겨울호), pp.27-59.
22) 문명신, “국내 학도서  상호 차의 황과 망,” 한국사립 학도서 의회자료집

(1999. 7),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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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하고, ㆍ충남지역 학도서 의회 소속 27개교를 상으로 한 

상호 차 추진 원회 구성 방안과 상호 차 시스템의 운  방안을 제시하

다.23)

  같은 해 권순박은 Y 학교 도서 이 1996～1997년 간 수행한 문헌제공서비

스에 한 기록을 바탕으로 문헌의뢰에 한 입수율, 입수 소요기간, 입수 비용

의 측면에서 국립 학도서  등 6개 기 의 문헌제공서비스의 질을 분석하

다.24)

  2007년 신동민은 지역의 7개 학도서 을 상으로 이용자와 사서의 장

서만족도, 상호이용 력활동에 한 이용자와 사서의 인지도  이용자의 이

용경험 등과 련된 가정을 설정하여 조사 분석한 후 그 문제 을 출하고 이

용자와 사서의 측면에서 개선 을 제시하 다.25)

  2008년 필자는 22개 국공립 학도서 을 상으로 1991～2006년의 16년 간 

상호 차 련 요소별로 이루어진 양 규모의 실태를 조사하여 상 분석, 단순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의 상  정도와 향력

의 방향  상  요도 등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

다.2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도서 의 상호 차를 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12편이 발표되었으나, 이들  1996년의 이경민과 2008년의 필

자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학도서 의 상호 차 는 문헌제공

사의 실태와 련된 문제 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논문들이며, 이경민과 필

자의 논문도 요인 추출 련 논문들로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상호 차의 

수건수와 의뢰건수 간의 계 구명에 한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23) 김기세, “정보자료 공동활용을 한 상호 차 활성화 방안 연구 - ㆍ충남지역 학도

서 의회원교를 심으로.” 사 도 회지(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 제1집(2000), 

pp.41-67.

24) 권순박, “국ㆍ사립 학도서   문헌공  기 별 문헌제공서비스에 한 비교,” 사 도

회지(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 제1집(2000), pp.165-181.

25) 신동민, “ 지역의 학도서  상호이용 력활동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413-438.

26) 손정표,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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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호 차’라 함은 학자들이 제시해 놓고 있는 상호 차에 한 개념  정의

에서는 단행본의 상호 출이라는 의 인 정의에서부터 상업  문헌제공기

에 의한 문헌제공 사  자원 공유라는 의 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나,27) 이 논문에서는 국립 학도서 의회가 1990년에 제정

한 <도서 자료 상호이용규칙>에 근거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 차 정

을 맺은 도서  간에 실시해 오고 있는 ‘상호 문헌복사 서비스’와 2002년부터 

뒤늦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조 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28) 규칙에 

이미 명문화 되어 있는 단행본 등 원 자료의 상호 차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국

한하여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수건수(lending cases)’라 함은 상호 차 정을 맺은 다른 도서 으로부

터 자 에 소장된 자료의 출신청을 받은 건수를 의미한다. 

  ‘의뢰건수(borrowing cases)’라 함은 자료가 자 에 소장되어 있지 않아 상

호 차 정을 맺은 다른 도서 에 자료의 출을 요청한 건수를 의미한다.

2. 상호 차의 수건수와 의뢰건수 간의 계 분석

2.1 변수설정

  상호 차 서비스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

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길머(L.C. Gilmer)는 교수수, 학원 학생  박사학  취득 후 과정 연구원

27) 상호 차의 개념  정의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손정표,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 pp.126-128 참조.

28) 단행본의 상호 차는 필자가 조사하여 본 결과 2002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가입 

희망을 받아(2007년 재 국공립  도서 은 모두 가입됨)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2007년 10월 23일 국립K 학교도서   상호 차 담당직원 K씨와의 화면담으

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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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부학생수, 장서수, 계속간행물 종수, 교육과정 등 6가지를 들고 있고29) 미국

의 학  연구도서 회 학도서 부 CLIP 원회(College Library Information 

Packet Committee)는 자료비, 사 상자, 장서규모, 연간 수서량 등 4가지

를,30) 이해 은 도서  직원수, 연간 도서  산규모, 계속간행물 종수, 장서수 

등 4가지를 들고 있다.31) 한편 이성숙은 상호 문헌복사 사의 향 요소를 학

부 학생, 학원 학생, 교수, 장서량, 학술지 종수, 복사 신청서 기재의 정확성, 

담당사서의 업무태도, 분담수집, 문헌 달방법(통신수단) 등 9가지를,32) 김진용

은 활성화 요인으로 학부 학생, 학원 학생, 교수, 차 수속 차 간소화 여부, 

자료구성, 도서  직원수, 비용부담제도, 담당사서 배치, 상호 차 규정, 업무연

락방법(통신수단) 등 10가지를 들고 있다.33)

  반면에 이경민은 활성화 요인 논문에서는 담당사서의 학력ㆍ주제배경, 도서

 직원수, 장서수, 계속간행물 소장 종수, 연간 장서 증가수, 연간 계속간행물 

증가 종수, 통신수단, 자료구입비 등 9가지를 든데34) 비해, 효율성 향상 요인분

석 논문에서는 담당사서 배치유무ㆍ학력ㆍ주제배경, 학원 학생수, 교수수, 도

서  직원수, 장서수, 계속간행물 종수, 통신수단(업무연락방법), 상호 차 업무 

산화 여부, 상호 차 규정 유무ㆍ서식 유무, 이용요  지불제도 유무, 이용지

도 실시 유무  방법의 다양성, 연간 이용책수, 자료제공 형태, 상 도서  

종류, 도서  소속 기 의 성격 등 18가지를 들고 있다.3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내외  

구성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내재하고 있는 계들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상기한 요소들  제도  운 방법에 

련된 요소, 담당사서의 배치ㆍ학력ㆍ주제배경, 자료제공 형태, 업무 산화 등 

활성화와 련성이 높은 요소, 교육과정, 상 도서 의 종류  도서 이 소속

된 기 의 성격, 분담수집 등 계량화 는 자료수집이 어려운 요소, 이 밖에 

29) Gilmer, op.cit., pp.17-18.

30) Roxann Bustos, comp., Interlibarary Loan in College Libraries: CLIP Note 

#16(Chicago: ALA, 1993), p.1.

31) 이해 , “국내 특수도서 에서의 원문제공과 상호 차 서비스  정보기술의 활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1997. 9), pp.59-68.

32) 이성숙, op.cit., pp.64-66.

33) 金鎭龍, op.cit,. pp.91-95.

34) 李京珉, “大學圖書館 相互貸借의 活性化 要因에 한 硏究,” pp.16-18.

35) 이경민, “한국 학도서 의 상호 차 효율을 높이는 요인분석,”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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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입비’와 자기 상 도가 높은 ‘도서  산액’등을 제외하고, 교과과목수 

신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는 ‘학과( 공)수’를 포함시켜 이 

연구와 련된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했던 <표 1>과 같은 요소들을 수건

수와 의뢰건수 간의 계 구명을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표 1> 접수 ․의뢰 건수 상관분석을 위한 변수36)

독립변수 종속변수

학부학생수, 학원학생수, 교수수, 학

과( 공)수, 도서  직원수, 총장서수, 

연간 증가 도서수, 계속간행물 종수, 

자료구입비, 출책수

수건수, 의뢰건수

10개 2개

2.2 가설설정

 

  <표 1>과 같이 상호 차 련 10개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건수와 의

뢰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수립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는 정(正)

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공립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요소와 수․의뢰건수 간에 나타

난 상 계수의 순 는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다.

가설 3.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는 각 요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각 요소별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6) 손정표,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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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결과

2.3.1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의 상 분석

  22개 국공립 학도서 의 1991년부터 2006년에 걸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건수, 의뢰건수의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대학수 평균 표준편차

학부학생수

학원학생수

교수수

학과( 공)수

도서 직원수

총장서수

연간증가도서수

계속간행물종수

자료구입비(천원)

출책수

수건수

의뢰건수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1690.83

2356.02

517.08

60.73

32.61

612863.63

36016.29

2338.03

1181185.83

207087.13

2039.05

2048.48

5742.75

2687.97

354.82

23.71

24.07

480909.58

24072.75

24072.75

1070916.67

165498.58

3940.67

2136.29

  그리고 필자가 이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

공립 학 도서  상호 차의 양  규모 향요인을 추출하기 해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상호 차의 련 요소와 수ㆍ의뢰 건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 간의 상 계수에 한 t검

증 결과는 모두가 유의수  0.01에서 퍽 유의한 정(正)의 상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건수와는 학원 학생수(0.975), 도서  직원수(0.956), 총장서수(0.915), 계속

간행물 종수(0.923), 자료구입비(0.948)의 5개 변수가 아주 높은 상 을, 교수수

(0.858), 연간 증가 도서수(0.733), 출책수(0.741)의 3개 변수가 높은 상 을,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109

학부 학생수(0.611), 학과( 공)수의 2개 변수가 (보통) 상 을 보여주고 있

다. 한 의뢰건수도 비록 수건수와의 계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출책수(0.927)의 1개가 아주 높은 상 을, 나머지 9개 요소가 0.753～0.886의 

높은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상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는 정(正)의 상 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정

한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3> 상호대차 관련 요소와 접수 ․의뢰 건수간의 상관계수37)

변수 접수건수 의뢰건수

학부학생수

학원학생수

교수수

학과( 공)수

도서 직원수

총장서수

연간증가도서수

계속간행물종수

자료구입비

출책수

.611**

.975
**

.858**

.570**

.956
**

.915**

.733**

.923
**

.948**

.741**

.842**

.753
**

.819**

.758**

.781
**

.886**

.867**

.791
**

.802**

.927**

            N=22                      
**
P<.01

  

2.3.2 상호 차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순 에 한 비교분석

  국공립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순 를 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37) Ibid., p.130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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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호대차 관련 요소와 접수․의뢰건수 간의 상관계수 순위 비교

변수
접수건수 의뢰건수

상관계수 순위 상관계수 순위

학부학생수

학원학생수

교수수

학과( 공)수

도서 직원수

총장서수

연간증가도서수

계속간행물종수

자료구입비

출책수

.611**

.975**

.858**

.570**

.956**

.915**

.733**

.923**

.948**

.741**

9

1

6

10

2

5

8

4

3

7

.842**

.753**

.819**

.758**

.781**

.886**

.867**

.791**

.802**

.927**

4

10

5

9

8

2

3

7

6

1

      N=22                         
**
P<0.1

  <표 4>로 제시된 상호 차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요소별 상 계수 순 를 

비교하여 보면, 스피어만 공식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에 나타난 순 에 한 

등 상 계를 산출하여 본 결과,

ρ=1-
6∑D 2

N(N
2
-1)

= 1-
6×232

10( 10
2
-1)

=-0.406

로서, 체 으로는 수건수가 높아지면 의뢰건수가 낮아지는 부(負)의 낮은 

 상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요소별로 나타난 상호

차 수건수와 의뢰건수에 향을 미치는 순 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특히 

학원 학생수, 출책수, 도서  직원수는 정반  상을, 교수수와 학과( 공)

수는 거의 일치 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볼 때 ‘국공립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요소와 수

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순 는 비슷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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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요소 간 차에 한 분석

  국공립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가 각 요소 간에 유의한 차가 있는지 여부의 악을 한 방법은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검증공식인

               Z=(Z 1-Z 2)/ 1/(n 1-3)+1/(n 2-3)

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38) Z값 산출과정을 로 들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두 상관계수 간의 차에 대한 Z검증 예

표본크기 ri Zi l/(ni-3) Z값 검증결과

22 0.975 2.185 1÷(22-3)=0.0526
0.889 P >.05

22 0.956 1.897 1÷(22-3)=0.0526

                       차=0.288          합=0.1052

                
      

   ÷   

  상기한 검증공식을 이용하여 <표 3>에 제시된 각 요소별 상 계수 간의 차

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상호 차 련 10개 요소와 수건수 간의 상 계수의 차에 한 Z검

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원 학생수는 도서  직원수, 자료구입비, 

계속간행물 종수, 총장서수와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이 수건수

와 비슷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수수, 출책수, 연간 증가 도서

수, 학부 학생수, 학과( 공)수 보다는 수건수와 확실히 더 높은 상 계를 

38) 白雲鵬, 統計學(서울: 博英社, 1975),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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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으며, 도서  직원수는 교수수까지 4개 요소, 자료구입비는 교수수 

까지 3개 요소, 계속간행물 종수는 교수수까지 2개 요소, 총장서수는 교수수 1

개 요소와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책수

부터 학과( 공)수까지 4개 요소보다는 수건수와 더 높은 상 계를 유지하

고 있다. 한편 총장서수는 교수수, 출책수, 연간 증가 도서수와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이 수건수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학부 학생

수와 학과( 공)수 보다는 더 높은 상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수수, 출

책수, 연간 증가 도서수도 학부 학생수 등 2개 요소보다는 더 높은 상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책수부터 학과( 공)수까지의 6개 요소

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이 수건수와 비슷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 ↔는 각 요소의 상 계수 간에 유의한 차가 없는 구간 표시임.

 <그림 1> 국공립대 상호대차 관련 요소와 접수건수 간에 나타난 

상관계수의 요소 간 차의 구간

  다음으로 상호 차 련 10개 요소와 의뢰건수 간의 상 계수의 차에 한 Z

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책수는 총장서수부터 도서  직원수까지

의 7개 요소와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이 의뢰건수와 비슷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학과( 공)수와 학원 학생수와는 확실히 더 높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총장서수 이하 8개 요소들은 상 계수의 

값이 작은 각 하 요소들과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이 의뢰건수와 

비슷한 계를 나타내고 있어 수건수의 상과 비교하여 볼 때 격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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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각 요소의 상 계수 간에 유의한 차가 없는 구간 표시임.

<그림 2> 국공립대 상호대차관련 요소와 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관계수의 요소 간 차의 구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

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는 각 요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한 <가설 3>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2.3.4 상호 차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비교분석

  <2.3.3>의 분석 요령에 따라 <표 3>으로 제시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의 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 요소별 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요소별 접수건수와 의뢰건수의 상관계수 간의 차에 대한 검증 결과

변수 N 접수건수 의뢰건수 Z값 검증결과

학부학생수

학원학생수

교수수

학과( 공)수

도서 직원수

총장서수

연간증가도서수

계속간행물종수

자료구입비

출책수

22

〃

〃

〃

〃

〃

〃

〃

〃

〃

.611

.975

.858

.570

.956

.915

.733

.923

.948

.741

.842

.753

.819

.758

.781

.886

.867

.791

.802

.927

1.791

3.719

0.460

1.060

2.623

0.473

1.190

1.652

2.183

2.113

P>.05

P<.01
**

P>.05

P>.05

P<.01
**

P>.05

P>.05

P>.05

P<.0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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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 차 련 10개 요소의 수건수와 의뢰건

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Z검증 결과를 보면, 자료구입비와 

출책수가 유의수  0.05에서, 학원 학생수와 도서  직원수가 유의수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4개 요소  출책수는 수건수 쪽보다 의

뢰건수 쪽과 확실히 더 높은 상 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요소

는 반 로 의뢰건수 쪽보다 수건수 쪽과 더 높은 상 계를 명백히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 학생수, 교수수, 학과( 공)수, 총장서수, 

연간 증가 도서수, 계속간행물 종수 등 6개 요소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소들의 경우에는 수건수와 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차는 우연히 생겨난 것에 불과하며 체로 차이가 없이 거

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공립 학도서  상호 차의 각 요소별 수건

수와 의뢰건수의 상 계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3. 요약  결론

  이 연구는 아직까지 소극 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

도서 의 상호 차업무 활성화에 필요한 기 자료 제공에 보탬이 되고자 

1991~2006년까지 16년 동안 국공립 학도서 에서 이루어진 상호 차의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내재하고 있는 상 계를 심으로 심층 으로 

비교 분석하여 나타난 상을 구명한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국공립 학도서 의회가 <도서 자료 상호이용규칙>을 

제정ㆍ공포한 후 첫 해인 1991년을 기 으로 하여 그 시 까지 가입된 총 23

개 학  2006년 남 학교와 통합되어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여수 학교를 

제외한 22개 도서 을 상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상호 차의 향요인으로 들

고 있는 총 30개 요소  양  규모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 가

운데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자료수집과 계량화가 가능한 10개 요소를 선정하

여 가설을 설정하고,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 분석법과 차이 규명을 한 Z검

증 방법으로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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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검증하 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 차의 련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의 상 계는 수건수와 의뢰건

수 모두 정(正)의 상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건수와 의뢰

건수에 높은 상 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수건수의 경우는 상 계

수가 0.90 이상의 아주 높은 상 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가 학원 학생수, 도서

 직원수, 자료구입비, 계속간행물 종수, 총장서수의 5개 요소로 나타났고, 의

뢰건수의 경우는 출책수의 1개 요소로 나타난 반면, 0.71~0.90 미만의 높은 

상 에서는 수건수는 교 수 등 3개 요소인데 비해 의뢰건수는 총장서수 등 9

개 요소로 나타났다.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순 는 등

상 계수를 산출하여 본 결과, 부(負)의 낮은  상 (―0.406)을 보이는 역

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차 련 요소와 수ㆍ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의 요소 간 차에 

한 검증 결과는 수건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순 인 학원 학생수는 도

서  직원수, 자료구입비, 계속간행물 종수, 총장서수의 4개 요소와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교수수 등 나머지 5개 요소보다는 수건수와 확실히 높은 상

계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 순 인 도서  직원수와 자료구입비, 계속간행물 

종수는 총장서수와 교수수와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출책수 등 4개 요소보다

는 수건수와 더 높은 계를, 총장서수와 교수수는 출책수와 연간 증가 도

서수와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학부 학생수와 학과( 공)수보다는 수건수와 

더 높은 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출책수 등 4개 요소끼리는 비슷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의뢰건수의 경우는 가장 순 가 높은 출책수는 

학과( 공)수와 학원 학생수보다는 의뢰건수와 확실히 높은 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외의 9개 요소끼리는 유의한 차가 없이 비슷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요소별 수건수와 의뢰건수 간에 나타난 상 계수 간의 차에 한 검증 

결과는 출책수는 수건수보다 의뢰건수와 확실히 더 높은 상 계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학원 학생수, 도서  직원수, 자료구입비의 3개 요소는 반

로 수건수와 상 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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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2회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고서의 수집 ․정리 ․이용서비스”

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 조 연 설

記錄媒體의 變遷과 保存 및 發展 展望

박광무(朴光武)*1)

  안녕하십니까?

  韓國 代表團의 團長인 國立中央圖書館 劃硏修部長 朴光武입니다.

  오늘 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국가도서 의 詹福瑞 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따뜻한 환 에 감사드립니다. 한 뜻 깊은 공동 학술 회를 맞이하

여 그동안 비하신 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는 文化體育觀光部에서 지난 3월 24일자로 국립 앙도서 으로 赴任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도서  정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지만, 

국가 표 도서 의 장에서 국민의 정신 ․지  성장을 한 보람된 일을 맡

게 된 것은 매우 감회(感懷)가 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1년 인 1967년부터 5년 동안 ․고등학교 도서 의 학

생사서(學生司書)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서의 출(貸出), 

십진분류(十進分類), 정리업무(整理業務)를 통하여 책과 도서 의 소 함과 의

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 이 국가발 과 개인의 지 (知的) 성장(成長)  인격(人格)의 연마(鍊

* 국립 앙도서  기획연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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磨)에 미치는 향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크다는 을 우리 모두가 공

감(共感)하는 부분입니다.

  지  문화발 (文化發展)의 시  소명(召命)을 가지고 있는 양국 표도서

이 과거 수천 년 동안 가까운 이웃으로서 교린(交隣)의 통을 살려 년에도 도

서 분야에서 “고서(古書) 련 수집(收集)․보존(保存)․이용(利用)서비스”를 주

제(主題)로 방간의 지식과 기술, 경험에 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문식견을 

나 고 발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  존재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사항, 사회 상 등을 상 방에게 

표 해 왔고, 말과 이 없었던 아득한 옛날에는 소리와 몸짓 는 그림으로 

의사를 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 수단은 한계가 있어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하여 부단(不斷)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이 인류 문명의 발달

사이고 장류(靈長類)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요인(要因)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노력 과정을 오늘의 논의 주제에 따라 기록매체의 발달 측

면에서 보면 크게 종이 이 의 시 와 종이자료의 시 로 나  수 있습니다.

  종이 이 의 시 에는 인도 문명권에서 자작나무 껍질과 잎을 이용하여 만든 

패다라(Pattra), 티그리스(Tigris)․유 라테스(Euphrates)강 유역의 메소포타

미아 문명권에서 사용되었던 토 (Cuneiform Tablets), 어권에서 종이와 

성경의 어원(語源)이 된 이집트 문명권의 피루스(Papyrus)가 있었습니다.

  종이 이  시기의 기록재료(記 材料) 에서 가장 종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

지고 소나 양가죽으로 만든 지 해 문명권의 양피지, 국 문명권에서 발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물인 복골(卜骨)이 있으며, 그 외 죽간(竹簡), 목

간(木簡), 목독(木牘), 견백(絹帛), 면포(綿 )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 이  시 의 기록물은 기록을 하는데 무겁고 번거롭거나, 운반

과 보 이 불편하며 비싼 것이 흠이었기 때문에 지식과 문화를 수(傳授)하거

나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만큼 인류 문명의 발  속도(速度)도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과 노

력 끝에 AD 105년 국 후한(後漢)의 채륜(蔡倫)이 세계 최 로 발명한 종이

는 인류 문명사의 획기 인 환 이 되었습니다.

  종이는 달라스 戰鬪(751년)를 통해 페르시아(Persia), 이집트를 거쳐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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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등  세계로 되었으며,  인류가 지 까지 애용하는 기록매체

로 2000여 년 동안 인류의 문화 발 에 지 한 향을 끼쳤습니다.

  종이의 발명은 수많은 기록을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

들었고, 역사시 (歷史時代)의 개막(開幕)을 가져오게 하 습니다.

  지식․정보의 시 인 21세기에 세계는  한 번 종이의 발명에 필 할만한 

거 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다름 아닌 디지털시 의 개

막입니다.

  인류 문명이 장족의 발 을 거듭하고 인간 사회가 복잡(複雜)․다기(多岐)해

짐에 따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 한 정보와 그림, 

음악, 동 상(動映像) 등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보 하고 신속하게 달할 수 있

는 기록매체가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매체의 출 으로 인류는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그 발

의 끝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재 국과 한국에서 세계 최 로 건설되고 있는 디지털도서 은 양국간의 

긴 한 력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에 세계의 디지털 정보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가 디지털시 로 변하고 있는 시 상황 속에서도 2000여 년 동안 지속

되어 온 종이와 문자로 된 기록물은 여 히 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기록물

은 고 (古典籍) 즉 고서(古書)와 고문서(古文書), 서간(書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에서 특히 고서는 귀 한 문화유산으로 리되고 있습니다.

  고서는 그 시 의 상황․사상․문물의 발 상을 알 수 있는 귀 한 자료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로 용할 수 있는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과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국 논어(論語)의 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  에 “온고이

지신가이 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 이 나옵니다. 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는 뜻으로, 통 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며, 옛 것의 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상들의 지(叡智)가 깃든 소 한 보배인 고서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 그 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그 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온 하게 물려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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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 (中樞的)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으로도 유엔(United Nations)의 특별기구로 1947년 창설된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세

계 으로 가치가 있는 귀 한 기록유산(記 遺産)을 보존하고 많은 이 기

록유산에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제도(登載制度)를 두어 운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재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67개국 158건의 기록유산이 유네

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 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 등 6건, 국은 통 음악 기록물(Traditional 

Music Sound Archives) 등 5건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수 으로

도 상 권(上位圈)의 등재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의 유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기록유산이 비교  많은 까닭  하나는 고려(高麗)  조선

시 (朝鮮時代) 서 고(書籍庫)를 두고 나라의 역사기록(歷史記 )과 요한 서

(書籍)․문서(文書)를 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처음에 서울 춘추 (春秋館), 충주(忠州), 성주(星州), 주(全州) 등 4곳에 4

사고(四代史庫)를 두고 보 하 는데 AD 1592년 일본(日本)의 침략 쟁(侵略

戰爭)인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주사고를 제외하고 3곳의 사고가 모두 불타 

소실(消失)되었습니다.

  그 후 주 사고본(史庫本) 실록(實 )을 변(寧邊) 묘향산(妙香山) 사고로 

옮겨 보 해 오다가 AD 1606년 이 실록을 근거로 4부씩 인쇄하여 춘추 , 태

백산(太白山), 오 산(五臺山), 마니산(摩尼山)에 설치 보 하 지만 AD 1624년 

이 (李 )의 난(亂)으로 춘추  본(本)이 소실되었고 마니산 본은 AD 1636년 

청(淸)의 침략 쟁인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란(戰亂)과 반란(叛亂) 등 우여곡 (迂餘曲折)을 겪으면

서도 기록을 온 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물을 여러 곳에 나 어 보

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도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고 (古典籍)를 보 하고 리하여 후손에게 물려  책(重責)을 맡고 있

는 우리 국립 앙도서 은 고 의 수집․정리․연구․보존․이용 체계를 일

원화하고 집  리하기 하여 1992년 9월 별도의 고 운 실(古典運營室)을 

개실하 고, 2007년 9월에는 도서 연구소(圖書館硏究所)를 설치하고 연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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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부서(部署)에 흩어져 있던 고 운 실과 자료보존실(資

料保存室)을 통합하여 운 함으로써 고서 등 자료보존과 이용에 시 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 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고 의 보존과 이용을 주제로 한 오늘의 세미나가 양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양국의 고  보존과 리에 목

(刮目)할 만 한 발 이 있기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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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國立中央圖書館 古典籍 收集 및 利用 管理

봉성기(奉成奇)*2)

Ⅰ. 緖論

  21세기는 知識情報化社 로서 圖書館의 역할이 한층 더 요하다고 본다. 그리

고 도서  이용자들의 정보 욕구가 多樣化함에 따라 도서 에서는 정보 蓄積  

情報電 을 디지털화하여 文獻情報 뿐 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 등의 디지털

정보를 종합 으로 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 미래의 文化社 로 나아가기 한 유비쿼터스 環境으로 속히 變化되고 

있음에 따라, 圖書館의 서비스 환경도 旣存의 情報記 媒體와 情報管理 流通, 그

리고 정보서비스 방식을 획기 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응해 가야만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은 변화하는 知識情報化社 에서 미래의 文化社 로의 주변 

환경변화에 극 으로 응하는 기 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하여 최근 

여러 가지 변화를 試圖하고 있다. 

  특히 그  하나로 2007년 5월 한민국 도서 서비스 반에 한 硏究調

査를 통하여 서비스기술의 革新과 利用 指向 政策開發을 促進함으로써, OECD 

員國 水準의 도서 서비스 先進化를 이루고, 國家圖書館政策樹立의 효율 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국립 앙도서 내에 圖書館硏究所를 설립하 다.

  한편, “국립 앙도서 2010”에서는 장기 비 의 명제인 ‘知力强國’을 주창

하며 그  하나로 ‘韓國記 文化遺産 콘텐츠의 집  수집’ 등을 추진과제로 제

시한바 있다.

* 國立中央圖書館 古典運營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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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情報化社 에 들어와 도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한 과제로 古

典籍資料의 콘텐츠확보를 통하여 국립 앙도서 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

한 자료를 통해 效用性을 인정받는 기 이 되며, 이용자의 기 에 부응하는 가

장 충실한 추 인 정보센터라는 도서 가치를 더욱 높여 미래의 文化社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知識情報化社  환경에서 國家代表圖書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기 하여 韓國古典籍을 극 으로 發掘 收集하고 目   解題 그리고 原

文DB 構築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古典籍 收集 利

用 등 반에 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Ⅱ. 一般 現況

1. 國立中央圖書館 現況

  國立中央圖書館 施設은 本館, 司書硏修館, 資料保存館, 分館인 어린이청소년도

서 으로 구분 운 되고 있으며, 본  북동쪽에 今年末 完工으로 “국립디지털도

서 ”을 신축 에 있다. 

  국립 앙도서 은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에서 리해오던 자료를 인수 받아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 ’으로 개 하여 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 재 

조직은 2부 1  1연구소 1센터 6과4  1담당  1기획단으로 現人員은 263名이다.

  □ 施設現況

區分 所在地 垈地面積 建物延面積 備考

本   館

서 구 반포동  142,233㎡

34,773㎡
地上7層

地下1層

司書硏修館 8,199㎡
地上2層

地下1層

資料保存館 16,540㎡
地上2層

地下4層

國立어린이

靑 年圖書館
강남구 역삼동 12,316㎡ 8,050㎡

地上4層

地下2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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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利用 現況(2007. 1～12월)

   ◦ 본  이용 인원 : 총인원  748,330명/ 1일 평균 2,288명

   ◦ 어린이청소년도서  이용 인원 : 총인원 100,435명/ 1일 평균306명

   ◦ 사이버 이용 인원 : 총인원 2,553,724명/ 1일 평균 7,054명

   ◦ 이용책수 : 총 4,003,485책/ 1일 평균 12,168책

  □ 藏書現況

(2007. 12월말 재, 단 : 책․ )

區 分 韓國書 日本書 中國書 西洋書 古典籍 非圖書 計

數量(책․ ) 4,416,206 254,233 52,192 554,670 265,092 1,039,708 6,582,101

占有率(%) 67.1% 3.9% 0.8% 8.4% 4.0% 15.8% 1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 앙도서 은 658여 만 책을 소장하고 있는 

한민국 최  도서 이며, 이  약 4%인 26만5천여 책이 소장된 古典籍 도

서 이기도 하다.

2. 古典運營室 現況

  古典籍의 收集․整理․硏究․保存․利用 등 管理 體系를 一元化하여 집  

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古典運營室을 운 하고 있다.

  □ 沿革 

   ◦ 1992년 9월 18일 고 운 실 開室

                      (資料組織課 古書係와 閱覽奉仕課 古典資料室 統合)

   ◦ 1992년 11월 11일 개인문고 개실

   ◦ 2007년 5월 도서 연구소 개소

   ◦ 2007년 9월 19일 圖書館硏究所 소속 직제 개편

                      (資料 劃課 所屬에서 圖書館硏究所로 統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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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況

   ◦ 定員 : 11명(古書 門員 8명, 司書職 3명)

   ◦ 藏書 : 277,059책 (※ 체고  : 265,092책)

                                             (2007년말 재)

구   분 책  수 비     고

 古典籍    239,526 貴重本 867종 3,171책

個人文庫
古典籍     25,566

葦滄文庫 등 8개 문고
고바우      (376)

개가자료     (2,878) 양장족보, 참고

마이크로필름    (8,713롤) 귀 본, 반환문화재, 족보 등

계    277,059
국보 1종1책, 보물 6종 33책,

서울시유형문화재 6종 9책

  

           古典運營室 入口                    古典運營室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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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古典籍資料 管理

1. 收集  整理

  □ 近 古典籍 收集 現況                                (單位 : 冊數)

區分 納本 寄贈 購入 國內影印 國外影印 合計

2002년도 151 28 1,769 29 1,192 3,169

2003년도 84 85 1,621 1,651 379 2,820

2004년도 91 892 921 2,935 205 5,044

2005년도 110 96 92 6,024 - 6,322

2006년도 130 34 105 12,676 205 13,150

2007년도 123 636 274 8,628 78 9,739

合計 689 1,771 4,782 31,943 2,059 40,244

1.1 古典籍 購入

  國家文獻인 “韓國古典籍콘텐츠”의 집  발굴을 하여 한민국 국민의 정

신사가 담긴 知的所産物인 記 文化遺産의 網羅的 수집으로 知力强國을 지향 

목표로 購入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해온 古記 文化遺産인 古典籍이  滅失되어가고 있

는 안타까운 실에서 보다 효율 으로 수집하기 하여, 우리 도서  미소장 

稀貴古典籍을 調査, 目 을 작성하는 한편 국의 고  소장자 혹은 고서

으로부터 목록을 수집하여 實物調査와 鑑定評價를 거쳐서 購入하고 있다. 

  購入 象資料의 基準으로는 1910년 이 에 刊行 는 筆寫된 東裝本  그 

이후 刊行本이라도 裝幀의 형태가 東裝本이거나 내용상 古典籍資料의 性格을 

지닌 자료를 상으로 우리 도서  未所藏인 古書, 古文書  古地圖 等을 購

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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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실 (2001～2007)

年度 種數 冊數

2007 73 274

2006 61 105

2005 7 92

2004 344 921

2003 513 1,621

2002 549 1,769

2001 241 988

合計 1,788 5,770

1.2 國內外所在 韓國古典籍 調査 影印

  國內外 각 기 과 민간에 소장된 한국 고 을 調査, 影印, 收集, 保存함으

로써 쟁이나 천재지변 등 유사시 귀 한 문화유산이 遺失되는 것을 防止

하고 이용자의 자료 열람 근성이 좋은 국립 앙도서 에서 이용함으로써 자

료연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 까지 藏書閣 등 국내 5개 기 에서 4만 5천

여 책을 複製 影印하여 수집하 으며 앞으로 국공립도서 , 학도서  소장 

10만책, 500만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 밖으로 유출된 고  에 우리나라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귀 한 유일본들이 많아 국가 문헌의 수집과 한국학 발 을 해 인 수집이 

필수 이다. 따라서 한국 古典籍 자료  국외기 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 희

귀자료를 조사하여 복제나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집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다. 19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외소재 한국 고  인 수

집 사업의 결과 미국, 랑스, 일본 등 26개 처에서 약 7천 여책의 국내 미소장 

고 을 마이크로필름 제작 등의 방법으로 인 수집하여 한국학 발 에 기여 

하고 있다. 

1.3 古典籍 受贈 

  古典籍의 擴充 方案으로 購入, 影印 方法 등 이외에도 寄贈을 통해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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毁損되거나 死藏될 기에 있는 자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극 으로 리함

으로써 자료의 구  보존을 꾀하고, 기증 자료는 국립 앙도서  장서로 등

록한 후 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 시 등을 통

해 자료  가치의 요성을 알리고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에 한 연평균 기증 책수는 약 300여 책이다.

1.4 古典籍 整理

  □ 登

  고 은 일반자료와 달리 고 운 실에서 직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등록 한 직  수행하고 있다. 먼  등록하고자한 자료가 훼손되어 상태가 좋

지 않은 고 은 자체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한 후 등록하게 된다.

  입수처에 따라 등록 상자료로 구분한 후 원부번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만, 자체생산 되는 복제본 자료일 경우는 한 원부 당 120책을 기 으로 한다.

  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甲紙는 일반자료의 작성방법에 하여 작성하고, 乙紙

는 표제  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가격, 비고 등으로 작성하는데 한국

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통합서지용 기술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 分類

  韓國十進分類表(KDCP) 보유편인 박 석편의 분류표를 용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표의 특징은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소수 을 쓰지 않고 

4位까지 기술하는 십진법 분류표이다. 우리도서  고 의 청구기호는 별치기

호 + 분류기호 + 도서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 별치기호 : ‘국립 앙도서  자료정리규정’ 제8조에 따라 부여

                ) 고  : 古 

   ◦ 분류기호 : KDCP (박 석 십진분류표)에 의해 분류

   ◦ 도서기호 : 같은 분류기호내에서 수입순 일련번호로 부여

      - 단, 傳記(2511), 族譜(2518), 文集(3648)의 경우 각 姓氏記號

        (우리도서 에서 제정한 姓氏記號表)로 구분한 뒤 수입순 일련번호를

        부여 ) 古 3648-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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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

  韓國文獻自動化目 形式(통합서지용)에 依據하여 작성한다.

  입수되는 모든자료는 국립 앙도서  업무용 로그램인 통합정보시스템

(KOLIS)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등록이 끝난자료는 자료정리 메뉴의 

KORMARC 리에서 목록에 한 편목을 아래 화면과 같이 입력한다.

 

2. 保存管理

  국가 문헌 자료를 체계 , 과학 으로 보존하기 하여 2000년 8월에 약 360

만 책을 收藏할 수 있는 資料保存館을 건립하 다.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  

16,540㎡으로 항온 항습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30여 만 책을 수장할 수 있는 고서고와 조습 패 , 결로 방지, 가스식 소

화시설 등의 설비를 갖춘 귀 서고 설치, 소장자료의 체계 이고 문화된 보존처

리를 해 수선․복원실, 훈증소독실,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등 최

신시설  장비설치를 갖춘 이곳 지하 4층에 고 을 수장 보존 리하고 있다. 

  韓國古典籍文化遺産을 구보존하는 것을 목 으로 입수되는 모든 자료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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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척  포갑․배 을 하고 있으며, 단, 

包匣 혹은 褙接 등에 있어서 상자료의 원상태를 훼손하는 일체의 작업은 하

지 않는다.

2.1 包匣 

  오랜 연륜과 잦은 이용으로 인하여 고 자료는 훼손이 심할 뿐 만 아니라, 

훼손된 자료들이 包匣되지 않은 채 보존된다면 자료의 훼손이 더욱 심화 될 것

이 우려 된다. 따라서 古典資料 보존  훼손방지를 하여 책에 보호 를 해

주는데 이것을 包匣이라 한다.

  包匣이란 匣에 헝겊 등으로 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자(匣)를 만들어 자

료를 보존함으로써 자료외형의 마모방지와 먼지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包匣할 자료 선정은 책자형태로 된 고  체를 상으로 貴重本, 別置資

料, 個人文庫, 일반고서 순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褙接이 요구되는 자료는 포갑

상에서 제외한다.

  □ 포갑 황
(2007년 12월 31일 재)

대상 자료 완료 책 수 완료 비율 비고

227,505책 70,275책 30.9% 복제본 제외
체 고

資料保存館 書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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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褙接

  잦은 이용 등으로 고 자료의 훼손이 심한 것을 배 되지 않은 채 보존된다면 

자료의 훼손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더 이상의 훼손으

로부터 보호하고 원상태와 유사하게 復原․保存하기 하여 褙接을 실시하고 있다.

  褙接은 이미 훼손된 古典籍의 책장에 다른 종이를 덧붙여 원상태와 유사하게 

修理 復原함으로써 자료의 보존효과를 높여 귀 한 典籍文化遺産을 자손만 에

까지 승시킬 수 있다.

  훼손된 古書, 古文書, 地圖, 書畵 등을 상으로 배 을 실시하는데 文化財級 

古典籍, 貴重本, 貴重本指定 象古典籍, 別置資料, 일반고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모가 심하거나 벌  먹은 부분 심부분이 갈라진 곳이나 때가 심하

게 묻은 것 등을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다. 배  前 원자료의 상태를 세 히 

찰, 기록해 두고 필요할 시 사진촬 해 둔다. 표지가 2장 이상인 자료를 배 할 

경우 나 표지는 제거하고 원표지는 보존하고 있다.

3. 解題․出版  硏究資料集 發刊

3.1 古典籍 解題

  古典籍 解題는 국립 앙도서 의 해제자문 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있

는데, 해제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자료에 해 외부 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자료에 한 내용을 해설하고 자료의 반 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제된 내용은 DB로 구축하여 원문DB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해제는 상자료 22,500종  3,586종인 15.94%를 완료하 다.

  한편,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16,362 종으로 이들 자료에 

해서는 해제를 완료하 고 일부 고문서는 원자료와 함께 원문이미지데이타베

이스로 구축하여 해제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고문서 원자료에 해서

도 계속 으로 DB화하여 향후 제공할 정이다.

3.2 解題集 刊行

  해제가 완료된 자료  主題別 혹은 文庫別 등으로 자료를 선정하여 해제집

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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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善本解題集 現況

서명 수록내용 발간년도 발간부수

선본해제Ⅰ 귀 본  별치자료 583종 1970

선본해제Ⅱ 문집 220종 1971

선본해제Ⅲ 문집 400종(필사본) 1972

선본해제Ⅳ 문집 77종 1973

선본해제Ⅴ 귀 본 229종 633책 2003 1000부

선본해제Ⅵ 귀 본 197종 591책 2004 1000부

선본해제Ⅶ 귀 본 174종 566책 2005 1000부

선본해제Ⅷ 창문고 180종 412책 2006 1000부

선본해제Ⅸ 일산문고 186종 628책 2007 700부

  □ 古文書解題集 現況

서명 수록내용 발간년도 발간부수

고문서해제Ⅰ
土地文記, 戶籍, 所志, 咨文 등 7,747건의 
간략목록, 해제 1972

고문서해제Ⅱ 敎旨, 貢物文書 등 5,700건의 간략목록, 
해제

1973

고문서해제Ⅲ 敎令類 504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 2006 1000부

고문서해제Ⅳ 敎令類 502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541건의 목록 2007 700부

3.3 國譯叢書 刊行

  2003년부터 시작한 고 해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귀

한 류가 우리 도서  소장 유일본으로 다수 발굴됨으로써 國譯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연구자  일반인에게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되는 자료 

 타 기 에서 번역되지 않은 자료를 우선 으로 국역하여 련학계와 연구자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문발 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5년에 許筠(1569～1618)의 국여행기록을 담은 乙丙朝天 을 시작으로 

3책을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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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譯叢書 現況

서명 수록내용 발간년도 발간부수

乙丙朝天

許筠이 光海君 7～8년(1615～1616) 2년 동안 

국 北京에 사신으로 가서 느낀 정서를 읊은 

기행시집

2005 500부

東策精粹
조선시  中宗부터 明宗까지 과거에 제한 

19인의 20개 답안을 모아놓은 과거답안 모음집
2006 500부

谷耘公紀行
權馥이 자신의 료 생활을 날짜별로 엮은   

기행문집
2007 500부

3.4 古地圖  硏究資料集 刊行

  唯一本 혹은 稀貴本을 상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련학문의 기 자료

로 제공, 고 에 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행하고 있다.

  □ 發刊資料 現況

서명 수록내용 발간년도 발간부수

 海東輿地圖 I 경기, 충청, 라, 경상도 2005 500부

 海東輿地圖 II 강원, 황해, 함경, 평안도 2006 500부

 海東輿地圖 III 지리지, 국의 화망 기록 2007 500부

 牧場地圖 해제집 우리나라 목장에 한 상세한 해설 2007 300부

3.5 文化財影印本 刊行

  국립 앙도서 에는 13 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부

터 우선 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인본으로 제작하여 한국의 문화재를 국

내외에 리 알릴뿐 만 아니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해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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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發刊資料 現況

서명 수록내용 발간년도 발간부수

釋譜詳節

(보물523-1호)

수양 군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해 

석가보  불경에서 뽑아, 한 로 번역하여 

산문체로 엮은 석가모니의 일 기. 

2005 300부

牧場地圖

(서울시유형문화재 

82호)

국의 목장소재지를 지도로 만들고 

각 목장별 소, 말, 목자의 통계  목장면  

등을 기재한 채색필사본

2006 300부

十七史纂古今通要

(국보 148-1호)

국 태고로부터 오 에 이르기까지의 

17정사  요 만을 뽑아 편찬한 책.
2007 300부

4. 資料 利用

4.1 資料室 運營

  도서  자료  古典籍에 해당하는 26만여 책(中國書 34,924책, 日本書 

53,091책, 個人文庫 25,942책 포함)을 심으로 6층 古典運營室에서 이용 사

하고 있다.

  특히 한민국 최  족보소장기 으로 古書族譜 3만 여 책과 洋裝族譜 9천 

여 책을 이곳 고 운 실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洋裝族譜  일부 만 開架制로 

그 외의 자료는 閉架制로 利用閱覽奉仕하고 있다. 

  고 운 실에서 고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76명이며, 이용책수

는 809책으로 60퍼센트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령이용자이다.

  이용자는 직  도서 에 나와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 신청할 수도 있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원문이미지로 디지털화 되지 않

은 자료이며, 원문이미지 등은 웹상에서도 이용가능하다. 한 로그인 후 본인

이 이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박물  등 기 에서는 시목 으로 우리도서  고 자료를 출받

아 시하고 있으며, 한 방송사, 언론사, 출 사 등에서도 방송  출  등의 

목 으로 자료를 촬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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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個人文庫

   ◦ 설치기  : 임진왜란 이  刊行筆寫된 자료는 100책 이상 기증

                1910년 이  刊行筆寫된 자료는 300책 이상 기증

                1910년 이후 1950년 이  자료는 국립 앙도서  

                미소장 자료 500책 이상

   ◦ 葦滄文庫 등 8개의 개인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KDCP로 분류

별도 서장에 보 하여 個人文庫室을 運營하고 있음

   ◦ 개인문고자료는 폐가제로 이용시키고 있음

4.3 資料相談

  古典運營室에서는 이용자들의 고 에 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서면, 화, 

팩스, 면, 인터넷을 통해 고 자료에 한 국민의 상담에 응함으로써 고

의 요성  가치를 리 인식시키고, 국립 앙도서 의 요한 기능인 고

자료의 수집  활용에 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개인소장 고 의 기증

을 유도하여 도서  고  수집 확충 기능을 강화하고자 운 하고 있으며, 

한 우리도서  소장 고 자료에 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4.4 展示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고 자료 에서 테마별 자료를 선정하여 고 운

실에서 분기별로 연  상설 시를 개최하고 있다.

  한 우리 古印刷文化 홍보를 한 海外展示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년에

는 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시품  하나인 고지도를 통해 자연을 하나의 유

기체로 악한 당시 사람들의 풍수지리 사상이 반 된 한폭의 아름다운 산수화

라는 을 강조하고자 시를 비 에 있다.

  이 시를 통해 古地圖의 기능성 뿐 만 아니라 술  가치도 함께 부각시키

고,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과학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지리

 치를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국 런던에 주재한 한국문화원을 통해 “韓國

古地圖展”을 진행하고 있다. 시작품은 25 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할 정이다. 

  한편 아 리카 지역 튀니지를 비롯 이집트 등에서도 한국고 에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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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한국인쇄문화의 홍보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발 을 마련하고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자 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를 기획하고 있다.

  □ 展示現況

次數 展示名 期間 內容

1 開室記念展 ’05.12.21～’06.03.09 釋氏源流 등 14종

2 木版畵展 ’06.03.10～’06.05.19 華城城役 軌 등 17종

3
風水가 담긴 朝鮮時代 

古地圖展
’06.05.22～’06.08.18 大東地圖 등 16종

4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貴重資料 

特別展
’06.08.16～’06.08.31 列聖御筆 등 18종

5 朝鮮時代의 古文書展 ’06.06.06～’06.10.31 吳凝 敎旨 등 18종

6 葦滄文庫展 ’06.11.01～’06.12.30 三綱行實 등 24종

7 朝鮮王室의 行事記 展 ’07.01.03～’07.03.30 宮園  등 20종

8 다시 찾은 우리의 옛 책 ’07.04.02～’07.06.30 韓客巾衍集 등 23종

9 一山 金斗鍾 文庫展 ’07.07.02～’07.09.29 進饌 軌 등 22종

10 아름다운 우리 , 우리 옛 책 ’07.10.01～’07.12.31 五倫行實圖 등 22종

11 印刷文化의 變遷 ’08.01.07～’08.03.31 十七史纂古今通要 등 22종

12 朝鮮時代의 圖書館에 가다 ’08.04.01～’08.06.30 奎章閣志 등 21종

4.5 媒體變換

  원본자료의 계속 인 이용으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 자료 자체가 자연 으로 毁損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자료들을 더 이상의 훼손으로부터 保護하고 保存하기 해 마이크로필름

제작, 복제본제작, 원문이미지DB화 등으로 媒體變換하여 이용시키고 있다. 媒

體變換 한 이용자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 마이크로필름 제작

  고 의 구 보존성을 확보하기 하여 자연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고

서로 이용이 높은 자료부터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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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황                                    (2007년 12월 31일 재)

대상자료 완료책수 완료비율 비고

87,472책

(中國, 日本古書)
8,335 9.5%

이용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상으로 추

진하되, 원문 DB가 구축되었거나 복사

본이 있는자료는 제외

  □ 제작방법

    - 원본 : 35㎜, 음화(negative)

    - 부본 : 원본필름 복제 35㎜, 양화(positive)

  나. 복제본 제작

  이용도가 높은 족보자료를 심으로 제작하여 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제작 황                                     (2007년 12월 31일 재)

대상자료 완료책수 비고

․신규 구입 족보

․신규 귀 본지정 고

․ 권 복사 약자료

35,231책

복제본을 이용시킴으로써 원본의 훼손 방

지  보존효과를 높이며, 자료의 활용을 

극 화할 수 있음

  □ 복제방법  조건

    - 성지에 양면으로 복사

    - 제본이 가능하도록 우측에 여백을 두어 복사

    - 훼손된 자료  뒷면의 내용이 심하게 비치는 자료는 간지를 삽입하여 

복사

    - 고 운 실에서 원본 조 작업 후 오류가 발견되면 반품하여 재작업

  다. 원문DB 구축

  귀 본 등 주요자료를 상으로 정보검색과 근이 용이한 원문이미지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축하고 있다.

  귀 본으로 지정된 고  867종 3,171책을 시작으로 원문이미지DB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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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  원문DB는 35,615건(약10만책)으로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과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Ⅳ. 綜合目  構築  디지털화

1. 古典籍目 標準化

  국립 앙도서 에서는 문헌정보처리기법의 표 화를 하여 1993년부터 단행

본용, 연속간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 등 매체별 서지정보용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KORMARC)를 차례로 개발하여 KS로 제정받아 표 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  목록 편목을 한 고서용은 2000년에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과 기술규칙을 KS로 제정받아 표 화를 실 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도서 에

서 이 기술규칙과 목록형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러한 목록은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에서 종합목록으로 통합하여 이용 서비스 하고 있다. 

  한편, 2003년도에는 한국목록규칙(KCR4)을 제정하고 매체별 다양한 KORMARC

형식으로 인한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지식정보표 화 도구로서 검색과 활용  호환

이 보다 자유로운 한국서지에 한 국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섯 가지로 나뉜 

서지정보용 형식을 통합하여 일 성 있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규격번호: KSX 6006-0)을 만들어 2005년말 KS로 제정 받

았다.

  따라서 2006년부터서는 고  자료 뿐 만아니라 모든 자료를 통합서지용을 

용하여 표 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 고 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

이 많으므로 좀더 상세하고 다양한 사례의 목록기술규칙과 통일 표제에 한 

지속 인 표 화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

2. 韓國古典籍綜合目 시스템 構築

  韓國古典籍綜合目 시스템(www.nl.go.kr/korcis)은 한국 고 을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서비스하기 한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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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운 실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2004년도에 로그램을 개발하

고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 받아 2005년도에 종합목록구

축을 실 하게 되었다. 한국고 종합목록DB화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 할 

정이며 총 100만여 건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0여 억 원이 소요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지 까지 한국고 보존 의회 회원기  규장각 등 47개 기 이 참여하여 

종합목록DB 42만 건, 원문DB 3만 6천 건과 해제 DB 등을 구축하 다.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고 에 해서도 목록, 원문DB 구축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국내소장자료 뿐 만 아니라 국외소재 한국 고 에 해서도 고 종

합목록DB로 구축하게 되면 명실공히 한국고 종합데이타베이스로서의 면모

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소재 한국 고 에 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련 연구자들이 표 화된 고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련 학문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고  데이터베

이스 복 구축을 방지하여 산 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 韓國古典籍綜合目 시스템(www.nl.go.kr/ko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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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축 황

번호 기관명 목록 원문

1   가톨릭  도서 (성신교정)        991 건

2   건국  상허기념도서       1,015 건

3   경기 학교 도서       8,968 건

4   경상  도서      20,338 건

5   경희  도서       3,908 건

6   계명  동산도서      16,223 건

7   고려  도서      19,338 건

8   국립 앙도서      73,496 건 35,615 건

9   국민  성곡도서       3,420 건

10   국회도서       2,900 건

11   단국  율곡기념 도서       4,386 건

12   단국  퇴계기념 도서       4,593 건

13   구 가톨릭  도서         6,172 건

14   구 역시립 앙도서          746 건

15   가톨릭  도서           75 건

16   동국  경주도서        7,398 건

17   동국  앙도서       27,665 건

18   동아  도서        4,336 건

19   민족문화발 연구소 한알          103 건

20   부산  도서        7,532 건

21   부산시립 시민도서        1,127 건

22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8,537 건

23   서울  앙도서        8,017 건

24   성균  존경각       11,538 건

25   성암고서박물        3,301 건

26   송 사성보박물          788 건 2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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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목록 원문

27   숙명여  도서        2,725 건

28   숭실  도서          449 건

29   안동  도서        3,735 건

30   연세  앙도서        6,174 건

31   남  앙도서       19,361 건

32   용인  앙도서        3,003 건

33   울산  앙도서          160 건

34   원  앙도서        6,365 건

35   이화여  도서        4,166 건

36   인하  도서        1,133 건

37   장로회  도서          148 건

38   남  앙도서       16,820 건

39   북  도서        3,415 건

40   주  앙도서        2,586 건

41   조선  앙도서        4,865 건

42   앙 1캠퍼스 도서        1,011 건

43   충남  앙도서       17,806 건

44   충북  도서          204 건

45   한국국학진흥원       22,728 건

46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25,425 건

47   한양  백남학술 정보        7,560 건

합      계      416,750 건 35,885 건

3. 國內外所在 古典籍 디지털화

  국립 앙도서 에서는 國內  國外에 散在한 한국 고 에 하여 목록  

원문이미지 디지털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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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는 미국하바드 칭도서 과 약을 맺고 수집하고 있으며, 년

에는 미국 의회도서  소장 한국 고 자료의 수집을 한 디지털화를 추진하

고 있다.

  한편, 국내 송 사 소장 자료의 원문이미지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민간 소장

의 고 에 하여 목록  디지털화를 계속 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Ⅴ. 結論

  이상과 같이 국립 앙도서  고 자료 수집  이용 등 반에 하여 살

펴보았다. 

  국립 앙도서 에서는 변하는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능동 으로 처해 

나가기 해 수집, 정리, 이용, 연구, 보존 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고 운 실에

서 서비스하고 있다. 

  한 국가지식정보 이용서비스 극 화를 해 디지털 환경조성을 국가 으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는데 이에 고 운 실에서도 고 을 보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극 으로 발굴 디지털화하여 국민모두가 도서 에 오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원문정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先進一

流國家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와 같은 일을 충실히 소화해내고 다가오는 미래 文化社 에 처해 

나가기 해서도 국가 인 차원에서 ‘韓國古典籍資料館’ 設立이 필요하다고 본

다. 따라서 국가고 의 보고로서 수집과 보존을 동시에 이룸과 아울러 연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 고 에 한 박물  성격의 시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해서도 꼭 설립의 필요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오늘 고 자료 련 발표를 통한 만남이 한국과 국의 고 연구 

발 은 물론 국가 표도서  발 의 기반을 다지는 석으로 이어지길 바라면

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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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중국국가도서관 고전적 업무 개요

천리(陳力)*1)

一. 방 한 소장 자료

국국가도서 은 방 한 고 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송(宋) 

집희 (緝熙殿), 원(元) 한림국사원(翰林國史院), 명(明) 문연각(文淵閣), 청(淸) 

내각 고(內閣大庫) 등의 역  황실 귀  문헌들과 명사나 장서가들이 남긴 자

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국국가도서  고  자료는 주로 선본 고 , 일반 고 , 소수민족 고

, 갑골 석 문헌, 국내외지도 등이다.

27만 여 책의 문 선본 고   1,600여 부(部)의 송원 시기 선본이 있는

데, 부분 유일본이거나 희귀본이다. ≪돈황유서(敦煌遺書)≫, ≪ 락 (永樂

大典)≫, ≪조성 장(趙城金藏)≫, 문진각(文津閣) ≪사고 서(四庫全書)≫ 등은 

4  장서로 불리는데, 여기 포함된 읍지, 부역 서, 희곡, 소설  명사 발문 등

의 서 은 모두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40여 만 책의 일반 고 은 완벽한 체계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총망라된 

국국가도서 의  하나의 고  보고인데, 소장 문헌의 학술  가치는 세

계 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만 여 종에 달하는 역  신, 구 읍지는 국내외에서 

최고이다. 한, 2,000여 종의 역  족보는 국내외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민족 고 은 그 양이 방 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표 되어 있으며 가

치가 뛰어나고 표  형식이 다양하다. 35,000여 건에 달하는 고 에는 17가

* 국국가도서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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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의 소수민족 고문자와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에는 이미 소멸된 

것도 있고, 여 히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문자와 언어도 있다. 200여 건이 소장

돼 있는 8～9세기 돈황 고티베트어 사경은 토번의 역사, 종교, 언어, 문자를 연

구할 수 있는 귀 한 자료이다. 명청 시기에 편찬된 티베트어, 몽고어 고 은 

매우 요한 문헌이다. 그 밖에 우리 도서 은 국내에 있는 서하 문헌의 반 이

상을 소장하고 있다. 서남지역의 소수민족 문헌 역시 상당한 특색을 지니고 있

으며, 납서족의 동 경(東巴經)과 태족의 패엽경(貝葉經), 이족의 노이문(老彝

文) 등은 세계 으로도 유명하다. 

국국가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갑골 석 문헌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지

까지 27만 여 건에 육박하는 탁본, 실물, 서 ,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그  

35,000여 개에 달하는 갑골 실물은 국 갑골 소장량의 1/4에 해당하는데 모두 

국가 1  문화재이다. 8만 여 장의 탁본 에는 송원의 선탁(善 )도 많이 포함

돼 있으며, 2,000여 건의 청동기 형(全形) 탁본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뛰어나

고 세계 으로도 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장 자료  갑골 석 문헌의 

연 는 은(殷), 상(商)부터 당 (當代)까지로 31개 성, 시 자치구 등의 지역에 

분포되었던 것이다. 이 게 국국가도서 은 문헌의 수가 방 하고 종류가 다

양한 귀 한 자료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국국가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고 의 국  해외 지도는 20여 만 건에 

달하는데 고지도, 신지도, 해도(海圖) 등이 있다. 그  10여 만 건의 고지도는 

뛰어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으로 몇 종류만 남아 있는 송 의 지도도 

우리 도서 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명청 지도의 소장량은 세계 최고이다. 소

장 지도들은 지도학 역사의 경 이라 할 수 있으며, 사료  가치와 술  가

치가 뛰어난 자료이기도 하다. 그 밖에 15,00여 장의 청나라 양식뇌(樣式雷) 공

정도(工程圖), 10,000여 장의 고사진, 20,000여 건의 고화 등은 모두 뛰어난 가

치를 지닌 귀 한 자료들이다.

  이 고 들은 소장 자료 총량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데, 5천년 화민족 

문명의 결정체이자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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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보호와 복원

 귀 한 고 들을 구 으로 보존하는 것은 국국가도서 의 막 한 책

임이다.

1987년 국가도서 은 신 을 건설할 때 폐되고 견고한 지하 서고를 만들어 

산본의 보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서고의 건축면 은 4,000평방미터이며, 뛰

어난 내진구조로 이루어졌다. 서고에는 여러 개의 방수선을 설치했고 벽도 견

고하게 만들었다. 서고 안에는 우수한 방수, 방연 자재를 사용해 보존에 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책장에는 자외선 차단 유리를 설치해 고 이 자외선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서고에는 온습도 조 을 해 항온항습 앙

조 시스템을 설치했다. 조 시스템 안에는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 

등 유해 기체를 흡착하기 해 미디엄 필터와 활성탄 필터가 설치돼 있다. 그 

외에, 서고 내부에는 도난 방지 감시 장치를 설치해 서고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도서  선본 소장을 한 지하 서고를 건립함으로써 

선본 보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선본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안

하게 보호하는데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돈황유서는 화민족의 소 한 문화유산으로 돈황유서의 연구와 보호는 국가

의 학술 능력과 문화 유산 보호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국국가

도서 의 돈황유서 소장량은 세계 돈황유서 총수의 약 1/4에 달한다. 이 게 

소 한 유산을 제 로 보호하기 해 2003년 6월 재정부가 특별 자 을 편성해 

녹나무 책장과 도서함을 제작했고, 국국가도서 에는 돈황유서 문서고를 만

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귀 한 문화유산을 얼마나 요시하는지 보여  사례다.

돈황유서 문서고는 면 이 240평방미터이고 서고 안에는 돈황유  용 책

장 144개가 배치돼 있다. 서고 내부는 돈황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풍스

런 분 기로 꾸며져 있다.

문진각 ≪사고 서≫는 지 까지 완 하게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사고 서≫

이다. 이 귀 한 고 을 더욱 잘 보존하기 해 새로 건설한 디지털도서 에 

2층으로 된 사고 서고를 설치했으며 최근 ≪사고 서≫를 옮기기 한 비 작

업을 하고 있다.

국국가도서 의 고  복원 작업은 도서  업계에서 수  높기로 유명하

다. 해방 기 ≪조성 장≫을 복원하기 시작해 2004년 서하 문헌 복원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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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 사이 총 6만 여 건의 귀 한 고 이 우수한 고  복원 문가

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했다. 국국가도서 은 한 고  복원 작업을 하

면서 최고의 복원 문가들을 키워냈다.

고  복원 문가를 육성하기 해 국국가도서 은 고  복원 육성 업

무에 을 맞춰왔는데, 이는 업계에 범 한 향을 미쳤다. 1960년  국

국가도서 은 세 번에 걸쳐 고  복원반을 개설했다. 당시 교사와 학생이 1

1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작업했으며, 학생들에게 국 서사(書史)와 도서

학에 한 강의도 병행해 큰 효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학생들은 후일 각 도

서  업무의 핵심이 되었다.

‘ 화 고  보호 계획’에 따라 국국가도서 은 수  높은 문화재 복원 경

험을 바탕으로 고  복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  고  복원 문가 인증 

 자격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고  복원의 수 을 향상시키고 리감독을 

강화하기 해서 이다. 

기존의 복원 문가들의 기술 수 을 향상시키고 과학 인 복원 철학과 엄격

한 복원 차를 수립하기 해 국국가도서 은 ‘ 화 고  보호 계획’에 따

라 조를 나눠 기존 고  복원 기술자들을 상으로 훈련과 자격 심사 인증제

를 실시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개월 과정의 기 반을 두 차례 개설했

다. 국가도서 이 문가를 구성해 교재를 만들고 해외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도입한 후 통 인 복원 기술과  기술을 결합해 국제수 에 맞는 복원 기

술 과학화 교육을 실시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 국국가도서 은 인력 부

족과 복원 문가들의 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 올해부터 베이징 학 문

과 고 문헌 공 과 력해 고  보호 공을 개설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

성하고 있다. 

三. 개발과 이용

문헌 소장의 근본 인 목 은 이용에 있는데 고 도 외가 아니다. 이용

자가 지식의 보고인 고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국가도서

은 몇 년 간의 노력 끝에 총 50여 만 건의 고  서목 데이터를 구축해 이

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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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가도서 은 고 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해 마이크로필름 복제, 정리 출 , 인본 제작, 고  디지털화 등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재 부분의 선본 고 을 마이크로필름으

로 제작해, 3만 여 롤의 필름을 이용자가 도서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도서 에 고 을 열람하러 오는 이용자에게는 부분 마이크로필름

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본 연구를 해 원문을 열람해야 하는 이용자에 

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열람을 허가하고 있다.

  ≪ 화재생선본≫ 사업은 2002년 정식으로 입안된 국가  문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국가도서 과 다른 도서 에 소장돼 있는 귀 한 고 을  

인쇄기술을 이용해 복제 출 한 후 학문 발 을 해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공

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재까지 당송 원 시기의 문헌 진본 780여 종

을 재생 완료했다. 지 까지 제작된 자료는 부분 희귀한 송원 시기의 선본으

로 선본이 재생 유통됨으로써 지속 인 열람으로 인한 훼손을 막아 구  계

승이 가능하게 으며, 학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졌다.

  ≪ 락 ≫은 국국가도서 의 4  장서  하나이다. ≪ 락 ≫은 

국 고 에 편찬된 형 서 으로 화민족의 소 한 문화유산이다. 서의 본

문은 22,877권, 목록 60권, 도합 11,095책, 총 자수는 3억7천 만 자에 달한다. 

이 책은 춘추 국 시 부터 명 까지의 각종  자료 8,000여 종이 보존된 

국 고  최 의 백과 서이다. 재 세계 7개 국가에 400여 책만 남아 있

다. 세상에 남아 있는 ≪ 락 ≫을 더 편리하게 학계에 제공하기 해 우리

는 베이징도서 출 사와 함께 콜로타이 로 인쇄로 소장 ≪ 락 ≫을 복제

했다.

돈황유서는 매우 뛰어난 문화재  가치와 문헌  가치, 문자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돈황장경동(藏經洞)이 발견된 후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각 국의 학자들은 

돈황유서로 표되는 돈황 문화재를 체계 으로 연구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

제  학문인 돈황학이 창시되었다. 우리는 ≪국가도서  장서 돈황유서≫를 출

해 국가도서 에 소장된 돈황유서를 체 으로 보여 으로써, 돈황유서의 보

호와 이용 사이에 존재하던 모순을 해결했다. 이는 앞으로 돈황학의 연구와 발

을 진시키는데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조성 장≫은 나라 민간에서 각한 장경으로 역  각한 장경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세계 유일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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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국가도서 은 베이징도서 출 사와 ≪조성

장≫을 정리출 했는데, 총 122책이다.

우리 도서 은 고 의 원문 DB화 해 ‘돈황유진(敦煌遺珍) - 국제돈황 

로젝트 DB’, ‘서하쇄 (西夏碎金) - 서하문헌 DB’, ‘갑골세계(胛骨世界) - 갑

골 상  탁본 DB’, ‘비첩청화(碑帖菁華) - 문석각탁본 DB’, ‘디지털 읍지 

DB’를 구축해 이용자들이 집에서 도서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귀 한 고 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국가도서 은 국가도서 의 기능을 최 한 발휘하고 이용자에게 방

으로 이용 사하기 해 통 인 열람, 자문, 서목, 자료고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 과 련 있는 시회와 강좌  여러 종류

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그  ‘문진강단’, ‘ 국 과 문화’ 등은 이미 상당히 

향력이 있는 강좌로 자리 잡았다.

‘ 화 고  보호 계획’은 작년에 정식으로 시작 는데, 특히 국국가도서

은 ‘국가 고  보호 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해, 국립

앙도서 과의 이번 교류회가 수집, 편목, 보호, 열람 서비스 등 련 업무에 

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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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최근 중국국가도서관 고전적 문헌 발굴 작업 개요 

리원지(李文洁)*1)

  국국가도서 은 국 최 의 고  소장 기 이다. 2007년 말 재, 소장

하고 있는 고(古)문헌은 227만 책/건에 달하며, 그  수량이 비교  많은 선본 

고 은 27만7천 책/건, 일반 고  164만7천 책/건, 석탁본 31만9천 책/

건, 외국어 선본 2만5천 여 책/건에 달한다. 도서 의 기본 업무에서 발굴 작업

은 체계 인 자료 소장을 한 선행 작업이다. 

一. 발굴 작업 개요 

1. 발굴 상 

  국국가도서 의 고  발굴 상은 선본 고 , 일반 고 , 석탁본, 

국내외 고지도, 옛날사진, 고세화, 소수민족어 고  등 여러 종류의 문헌이다. 

2. 발굴 원칙과 목  

  국국가도서 의 고  소장은 역  황실 소장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지

난 세기부터 정부의 심과 소장가들의 지원 그리고 도서  계자들의 노력으

로 국국가도서 은 량의 고 을 소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정 규

* 국국가도서  고  선본  부연구 원 부 장



152  제12회 한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모와 체계를 갖게 다. 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고 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제 로 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발굴 원칙은 귀 한 

것을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우리 도서 에 소장되어 있

지 않으면서 소장 가치가 뛰어난 고 을 집  발굴하는 것이다. 

  발굴 작업의 목 은 흩어져 있는 고 을 소장하기 한 것 외에도 소 한 

문헌을 좋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도서 을 통해 고 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해서이다. 한, 형 소장 기 의 장 을 살려 국 자료를 체

계 으로 정리하려는 목 도 있다. 

3. 주요 발굴 경로와 작업 과정 

  고  문헌의 주요 발굴 경로는 정부 조달, 기증, 구입, 교환 등이다. 구입은 

개인 매, 서  선택 구입, 경매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기증과 

구입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이며 그 에서도 경매가 주를 이룬다. 

  발굴 경로에 따라 그 경로에 맞는 발굴 과정이 있다. 기증은 문헌  가치가 

검증되기만 하면 소장한다. 그러나 기증을 받기 에 기증자와 상호 신뢰를 쌓

으려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귀 한 문헌을 기증하는 것은 기증자가 개

인 소장품을 공익을 해 사용하겠다는 좋은 뜻의 발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서 의 소장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자는 강요할 수 없지만 후자는 도서  

자체의 능력에 달렸다. 좋은 소장 환경, 보호를 제로 한 이용, 기증자의 기증

자료 이용에 편리 제공 등은 단순한 편리를 제공하는 조치일 뿐이지만 기증자

가 안심하고 도서 에 자료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추진제 역할을 한다. 도서

의 노력과 기증자의 사심 없는 마음은 모두 서 과 문화를 아끼는 태도에서 나

오는 것이다. 

  문헌 구입을 할 때는 신 하게 단하고 담하게 결정해야 한다. 발굴 작업

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일반 으로 문헌을 구입할 때는 우연히 

정보를 얻는데 반해, 경매회사는 정기 으로 경매 도록을 출 한다. 두 번째 단

계는 문헌의 소장 상황을 조사하고 문헌 가치, 본 가치, 인쇄 특징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는 문가가 장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문헌을 

감정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그 다음은 가격 상을 하거나 경매에 들어가고 이

런 과정을 거쳐 문헌을 소장하게 된다. 최근에는 문헌 소장 시장이 활성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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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  시장 가격이 상승해 가격 인 문제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장 가치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요 문헌에 해서는 도서

이 특별 자 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二. 최근 몇 년 간의 주요 발굴 성과

  고  문헌 발굴 작업이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가치가 뛰어난 문헌이 우연히 발견되는 우연성과 소요되는 경비의 한

계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발굴 작업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국국가도서 의 고  발굴 작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유명 장서가인 천징화(陳淸華)의 소장 선본 23종, 족자 1건, 도장 18

개를 구입했다. 그 에는 송원 시기의 문헌도 있고 명청 시기의 필사본도 있

다. 한, 모든 서 이 유명인의 손을 거쳐 소장 으며, 유명인의 친필 발문도 

많아 요한 보물이라 할만하다. 그  청 옹정제 시기의 그림 ≪강산무진도≫

는 유명 장서가 수십 명의 발문이 있는 작품이다. 1950～60년  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천칭화의 장서를 구입해 도서 에 교부했다. 이번 고

은 천칭화가 남긴 것과 아들 천궈랑(陳國琅)의 소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국 재정부, 문화부, 문화재국의 극 인 지원으로 부자(父子)의 장서를 한 곳

에 보 할 수 있게 되었다1). 

  200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국과 실크로드 지역의 고  문헌을 구입했다. 

그 에는 한(漢)의 루란(樓蘭)문서, 8세기 서이족어로 된 사회경제문서, 니야

에서 출토된 3세기 거로문건타나어(佉盧文犍陀羅語) 목간, 서이족어자모 범어 

불교 호신부, 사료에 근거한 독일어세속문서(두 개의 목간 포함), 국어 비단

문서, 토번어 목간 등이 있는데 모두 학술  가치가 뛰어난 희귀 문건이다.

  2005년에는 ≪패엽경(貝葉經)≫을 구입했다. 이 불경은 패다라엽으로 제작된 

것으로 장정 형태는 좁고 작은 휴 용이며 아래 에는 목제 이 있다. 

앙에 구멍을 뚫어 얇은 마로 된 끈으로 범 을 묶었다. 패엽 양쪽에 경문을 새

겼는데 자가 뚜렷하다. 문자는 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  인도의 라미 자

모의 변형체이다. 문헌은 남 불교의 경 으로 10세기  인도에서 새긴 불경

1) ≪문진유상(文津流觴) - 천칭화장서 특집≫ 참고，2005년 총제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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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자료이다.

  2006년에는 원나라의 황실  장경 9책을 구입했다. 다른 장경과 비교해 원

의 장경은 본이 극히 다. 그  난도서 에 32책이 소장돼 있고, 최근 

국 고  경매시장과 민간에서 겨우20책(권)이 나온  있는 희귀한 자료이

다2).

  2007년에는 ≪개보장(開寶藏)≫ 의 ≪ 보 경(大寶積經)≫ 권 111을 구

입했다. ≪개보장≫은 국 최 의 각본 불교 장경으로 고창(高昌), 서하, 

일본, 고려, 베트남 등지의 불교 에 큰 향을 미쳤다. 후일 나라와 고려

가 ≪ 장(金藏)≫과 ≪고려장(高麗藏)≫을 제작할 때, 바로 이 ≪개보장≫을 

원본으로 했다. 재 ≪개보장≫은 세계 으로 12건에 불과하며 국, 일본, 미

국의 9개 소장기 에 흩어져있다.

  , 200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13,000여 건의 휘주(徽州)문서를 구입했다. 

구입한 문서는 계약서 주이며, 그 밖에 동족계보, 어린도책(魚鱗圖冊), 회서

( 書), 납세 표, 계약문서, 개인장부, 정부공문서 등의 문헌도 있다. 문헌의 연

는 명부터 민국 시기까지로 종류가 다양하며 휘주 지역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종합 인 성격을 띄고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휘주문서는 정량, 정성 분석

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 인 추종 고찰도 할 수 있다. 그 의 ≪명 락17년 

채색 동족계보≫와 ≪청가경 채색인쇄 동족계보≫  홍헌원년의 계약, 납세

표는 모두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3).

  그 외에, 2007년에는 국과 일본의 학자 8명이 공동으로 명만력간 각본인 

≪신각탕학사교정고본 연의의 인물을 근거한 통속삼국지 ≫ 2책을 국가도서

에 기증했다. 탕빈윤본 ≪삼국연의≫는 삼국연의 본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국가도서  역시 탕빈윤본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 책의 문

자와 삽화에 다소 차이가 있어 두 개의 본이 존재한다. 이 두 종류의 탕빈윤 

교정본을 조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8명의 학자가 공동으로 ≪신각탕

학사교정고본 연의의 인물을 근거한 통속삼국지 ≫을 국국가도서 에 무상 

기증해 학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2) 리지닝(李際寧)，≪최근 발견한 원 장에 해≫，≪한문 장경국제학술토론회문집≫ 참

고，2007년 9월 ; 한, 일본 ≪국제불교 학원 학연구요록≫에 수록 정 2008년.

3) 리원지(李文 )，≪2007년 휘주문서발굴기≫，≪문진유상≫ 참고，2008년 총제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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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발굴 작업에 한 견해

  희귀한 문헌을 소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그 문헌들을 더 잘 보호하고 

이용하기 해서이다. 그러나 갈수록 시장화하고 있는 발굴 환경 속에서 더 좋

고, 더 많은 자료를 획득하기 해서는 발굴 작업을 체 으로 살펴보고 생각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1. 발굴 요소 분석

  발굴 작업을 체 으로 살펴보기 해서는 먼  발굴 과정의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발굴 작업의 요 포인트와 어려운 을 확정해야 한다. 발굴 작업의 

각 과정과 필요한 기능면에서 보면 발굴 작업의 요소는 정보 획득, 소장자료 

분석, 감정 능력, 시장 분석, 경매 기술, 상담 능력, 도서 의 신용 등이다.

  이 요소들은 실질 인 상  계를 갖고 있다. 정보 획득은 발굴 작업에서 

가장 요한 부분으로 소장자료 보충 여부를 단할 때는 발굴 원칙에 따라 소

장자료 상황을 분석한다. 발굴 기 에 부합하는가를 단할 때는 문가의 감

정을 통해 문헌의 가치를 확정한다. 가격 평가를 해서는 시장 시세를 악한

다. 경매 참여는 임기응변을 한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기증자 는 매자

와 의를 할 때는 성실한 태도와 좋은 커뮤니 이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

서 의 신용은 발굴 작업 성공 지원을 한 요소이다.

정 보

소장자료 분석 감정 능력 시장 분석

도서관의 신용

도서관의 신용

정 보

분 석

구 입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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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설명한 요소 에서 도서 의 신용은 어떤 형식의 발굴에 상 없이 

발굴 성공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신용은 종합 인 지표로 발굴 과

정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도서  문헌보호 정책, 문헌 리 제

도와 련이 있고 학술 연구 지 와도 계가 있다.

  분석은 발굴 작업에서의 몇 가지 상이 포함되는데, 즉 매입자, 매자, 발

굴 상 등으로 모두 분석이 필요하다. 자신을 알고 을 알면 백 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자체 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고 문헌 가치를 평가하며 매자의 

조건을 미리 상해야 합리 인 가격으로 소장 가치가 뛰어난 문헌을 발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소장자료 분석과 시장 분석은 문헌 자료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정 능력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매

우 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고  발

굴 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정상 인 발굴 작업을 한 제 조건이다. 

  

2. 발굴 작업의 확

  재 국가도서 의 고  발굴 작업은 비교  안정된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앞으로 지속 으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재의 업무를 확 해 나

가야 한다.

  먼  발굴 경로를 확 해야 한다. 국에 경매 시장이 형성된 지난 10년 동

안 경매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민간에 흩어져 있던 량의 문화재  자료들이 

시장에 편입되어 경매도 국 고  유통의 주요 경로  하나가 되었다. 그

러나 여겨 야 할 것은 모든 소장가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시장에 유통시키

려 하는 건 아니라는 이다. 그들은 서 의 문헌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올

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거나 문화재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잘 보 되기를 바

란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이 있는 도서 소장 기 이 이들 문헌을 소장할 

합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소장가 개인  고  유통 기 과 좋은 계를 맺

는 것 한 요한 업무이다. 좋은 계를 맺는 것은 수동 이어서도 안 되지

만 경솔하게 나서도 안 된다. 이는 서로간의 신뢰가 차 으로 쌓여야 하는 

정서 인 교류라는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신

뢰가 쌓이면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여러 발굴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발굴 

작업이 장기 으로 발 해 나갈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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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발굴 상을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고  문헌 발굴은 일반 으

로 문헌  가치와 문화재  가치라는 두 가지 기 에 부합해야 하지만 일부 희

귀 문헌의 요약본이나 필름도 보존하고 있다. 를 들면 송원(宋元)요약본, 돈

황필름, 고 의 기 인본 등을 련 자료로 소장하고 있다. 해외의 일부 

도서 들도 량의 문헌 복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제본으로 특정 분

야 문헌 장서가 가장 많은 도서 이 되기도 했다. 고 의 문화재  가치로 

볼 때 반드시 원본을 발굴해야 하지만 문헌  가치로 볼 때, 일정한 목 을 가

지고 특정 내용의 문헌 복제본을 소장해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 한 소장자

료 구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문헌 내용 보존을 한 임시방편일 뿐 아

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3. 발굴 작업 연구

  발굴 작업은 도서 의 기본 업무지만 그 에는 분석하고 연구할만한 과제가 

있다.

  먼  발굴 과정에서 소장자료 분석과 시장 분석은 발굴 에 반드시 비해

야 하는 과정이다. 발굴 과정에서 분석한 결과가 계속 되면 필요한 소장 

자료와 시장 상황을 악할 수 있게 돼 합리 인 가격으로 필요한 문헌을 구입

하는데 도움이 된다.

  발굴은 문헌 유통의 과정이다. 문헌의 유통 이력은 문헌의 진 와 가치를 

단하는 요한 정보로 미디어학의 각도에서 문헌을 연구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

다. 문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로 해당 문헌의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

도 반드시 필요하다. 구입한 문헌에 해 가능하면 그 출처를 추 한다. 시장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장서의 출처를 상세히 악하기는 어렵지만 략 인 기록

이라도 문헌이 해진 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발굴 작업의 요한 부분은 소장을 하는 것인데, 책수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 외에 소장 자료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요하다. 소  문헌의 체

계라는 것은 고  자료 자체의 특징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다. 문헌을 지역 으로 분류하면 장쑤성, 장성, 푸젠성, 장시성 등 각 지역의 

표 인 문헌이 있으며, 장정 형태로 분류하면 권자본, 범 본, 호 장, 포배장, 

4) 바오궈창(鮑國强), ≪지도업무작업의 망≫, ≪문진유상≫ 참고, 2008년 총제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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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의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문헌이 쓰인 시기, 인쇄 기 , 

장 , 자체, 종이, 심지어 발문과 소장가의 각도에 따라 문헌을 새롭게 정리

할 수도 있다. 문헌을 체계 으로 정리하기 해서는 련 경험이 풍부하고 연

구자 인 시각이 필요한데, 분류별 자료 시리즈야말로 다른 각도에서 문헌을 

연구하는 좋은 라 할 수 있다. 

  국은 문헌 기록을 요시하는 국가로서 이런 문자 기록이 있어야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고  발굴 작업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 한 역사 문화를 더욱 잘 보존하고 사람들이 역사와 통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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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고전적 열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탐색과 사고

둥루이(董蘂)*5)

  고 열람실은 도서 에서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다른 열

람실과 마찬가지로 소장 문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도 고 열람실만의 특수

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천 년 간 화민족의 문명을 담아온 고 이 긴 세월을 거치며 지

까지 이어져 온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 은 문헌  가치와 문화

재  가치를 지닌다. 그 기 때문에 고 열람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동시에 고  문화 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화 을 더욱 잘 

보존하기 해 고 열람실은 폐가제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 상과 열람 방식에 

엄격한 규정을 용해 왔다. 그러나 도서 은 이용을 주요 목 으로 한 개

방형 공익 기 이고 고  가치에 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  

열람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장 주의 고  리 방법과 

차 늘어나는 고  열람 수요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둘째, 고  문화 은 지식을 달하고 문화를 계승하는 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에 문화 통과 정신  재산을 지속 으로 계승하려면 고 의 물리  

형태를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 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한, 고 의 문헌 가치를 이용하는 것 역시 고  정리와 연구 과

정의 요한 일환이다. 그러나 고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등 여러 요인

으로 인해 훼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열람실 계자들은 고  보호라

는 문제와 고 을 이용해 학문 발 에 기여하고 구 으로 계승하는 문제 

사이에서 결합 을 찾는 것을 두고 고민해 왔다.

* 국국가도서  고  선본소장 열람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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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은 부분 국 통문화와 고 문

헌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일부는 정부의 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  열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는 친 한 서비스 태도만으론 부족하며, 자료를 단순히 출해주는 수 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심층 인 자문과 연구과제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늘려 더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열람 서비스를 문화, 고도화, 정교화하기 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1. 개선된 열람제도를 통해 고  보호와 이용자 편리 동시 

가능 

  

  고 열람실에 보 된 자료들은 부분 희귀한 자료들로 재생이 불가능하고, 

그  많은 자료들이 구 으로 계승해야 할 민족정신의 재산이다. 이 때문에 

소장 자료들은 문화재  가치를 지닌다. 계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

헌 보호를 가장 요하게 생각해 왔고, 고 열람실 진입허가제도와 열람 규칙

을 엄격하게 용했지만 이는 공익 도서  서비스 이념과 어울리지 않아 보

다. 

  선본열람실을 로 들면 문화재류, 문서류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선본열람

실 자격 심사와 열람자료 복제 허가 차가 까다로워 최근 출 된 지도 등 일

반 도서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은 복잡한 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해 우리는 열람제도에 해 새롭게 근하기로 하고 열람제도를 개선

하고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소장자료의 등 을 나 어 리하기로 했다. 분류된 

자료의 특징에 따라 련 열람제도를 마련하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단계를 나

눠 리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를 주(主)로, 리를 부(副)’란 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해, 문헌이 소 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없애고, 소 한 문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국가 

문화재 보호의 요성을 일깨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체계 인 고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과학 이며 효과 인 고  보호제

도를 마련하기 해 국국가고 보호센터는 국 역의 고 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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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정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고 열람실은 이를 바탕으로 소장품을 분류하

고 등 을 나 고 분류된 자료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열람제도를 마련했다. 구

체 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류 문헌 : 문화재류 문헌이란 선본 원본, 일반 고   소장 가치

가 뛰어난 필사본, 1911년 이  지도  민국시기부터 지 까지의 인쇄량이 

은 지도, 석탁본, 민 언어(민간에서 유행하던 언어) 문헌, 특별소장품을 말한

다. 국가도서 은 문화제보호법 련 규정을 참고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인본 등 복제본이 있는 고 은 원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고, 복제본이 없는 경우 문화재 등   이용자의 이용 목 에 따라 결

정한다. 

  2. 문서류 문헌 : 문서류 문헌이란 근  유명인 친필 원고, 서신, 일기, 사

진 등을 의미한다. 이들 문서는 ≪ 화인민공화국 문서법≫에 따라 련 부처

의 동의가 없으면 유통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목 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3. 일반 문헌 자료 : 일반 문헌 자료란 1970년  이후 출 된 일반지도, 신

읍지, 문학사 자료, 새로 인쇄한 형 고  총서(양장본 는 선장본), 국재

생선본,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이다. 이 자료들은 이용자 카드만 제시하면 열람

이 가능하다. 

2. 인본 출 ,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으로 고 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문 발 , 문명 계승 효과 

  고  도서는 부분 고 국가의 장서기 이나 서원, 개인서고에 보 되었다. 

량의 고 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 까지 해진 데는 이들 장서기 이 

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 이 해지는 과정에서 수재, 화재, 해충 피해 

등 자연  요인으로 인한 훼손을 인식해 이들 장서기 은 모두 매우 엄격한 규

장제도를 두고 많은 서 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선본은 더욱 공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이 슬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이 계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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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이용률을 낮춰 고 을 보호하는 방법은 단순히 서 의 물리  형태를 

보존하는 것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서 문헌 가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극  보호만으로는 고 을 진정으로 보존할 수 없고, 이를 학문 발

에 이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후 에게 도움이 되고 구 으로 계승할 수 있

는 것이다. 국의 일부 진보 인 장서가들은 일 이 이런 을 인식했는데, 그 

 명나라의 유명한 장서가 마오진(毛晋)은 많은 서 을 수집해 목에 새겨 

유통시켰다. , 근 의 장서가 푸정샹(傅增湘) 선생은 수많은 책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량의 고 을 인, 복각해 후 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도서  역시 고 의 인 출 을 시해 왔는데, 보  통계에 따르면 국가

도서 은 1949년부터 지 까지 1689종의 고 을 인했다. 지난 20년 간 베

이징도서 출 사가 인한 고 은 350종에 달한다.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문화재 보호와 이용을 모두 고려한 국선본재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 정식 입안된 국가 문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

가도서 과 각 지역에 보 된 귀  고 을  인쇄 기술을 이용해 복제 출

한 후 학문 발 을 해 제공하고 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

이다. 재 재생된 당송 원 시기의 선본은 787종 9,134책에 달한다. 지 까지 

제작된 자료는 부분 희귀한 송원 시기의 선본으로 선본이 재생 유통됨으로써 

지속 인 열람으로 인한 훼손을 막아 구  계승이 가능하게 으며, 학자들

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졌다. 국가도서 은 이용자들이 재생 선본을 열람, 복제

하는데 복잡한 신청 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이용자들의 정  반응을 얻고 

있다. 

  재 국국가도서 은 고  열람을 해 마이크로필름본, 인본, DB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본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들을 해 주로 마이크로필름본과 재생 선본을 제

공한다. 국국가도서  선본의 90% 이상이 이미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었

으며, 마이크로필름 자료 열람 신청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필름본 열람은 선본열람실 이용자 서비스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열

람 신청량은 월 평균 5～600롤, 많을 때는 천 여 롤에 달한다. 이 게 많은 수

를 원본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밖에, 일부 이용자

들의 열람과 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필름을 원문으로 환하는 화기

를 사용해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거나 CD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Vol.63 No.1(2008년 6월)  163

  석탁본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를 해서는 국가도서   선본(善本)부가 편

집한 ≪ 국역 석각탁본모음집≫과 DB 자료 ‘비첩정화(碑帖菁華)’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는 탁본 15,000여 종이 수록돼 있고, 후자는 23,000여 종의 탁본을 

수록하고 있다. 와 같은 두 가지 열람 방식의 운 으로 실제 도서 에 와서 

탁본을 열람하는 이용자는 극히 드물다. 이용자가 집에서 컴퓨터로 ‘비첩정화’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는 ‘비첩정화’ 외

에도 ‘서하쇄 (西夏碎金)’, ‘둔황유진(敦煌遺珍)’, ‘갑골세계(胛骨世界)’, ‘디지털

읍지’, ‘세화모음집(年畵纈英)’ 등을 DB 구축했거나 구축하고 있다. DB의 활성

화는 고 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들이 특별한 차 없이 무제한

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종이 문헌과 비교해 볼 때 DB자료

는 빠른 검색 속도, 화면 크기 조정, 정확한 정보 기록, 린트 등의 장 도 갖

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고  열람 형식 외에 국국가도서 은 한 발 더 나아가 

화 고  소장 자원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화고  지식고를 구축하는 

것인데,  정보기술과 디지털 매개체를 이용해 고 에 수록된 정보를 

구 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이미 제작돼 사용하고 있는 것은 ‘ 국 고  서

목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도서  소장 자료를 심으로 

국 각 지역의 주요 도서 과 연계해 고  종류, 본, 복제본 DB를 공동 제

작해 서명, 작가, 본, 소장 도서  등의 정보를 원문 검색하는 것이다. 그 밖

에, 그  포함돼 있는 인명, 지명, 직책, 연 , 본 용어, 발문, 인감 등을 색

인해 연 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네비게이션 시스템 응용으로 도서  사서

가 이용자에게 본 상황을 검색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 편리해졌고 고  

연구자도 편리해졌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필요한 고 을 소장한 도서  

 본 상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련 연구

의 단서를 찾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본 고 은 문헌  가치 뿐 아니라 문화재  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소장기 들이 소장하는 데만 힘을 쏟고 이용자들에 제공하는 것

을 꺼려해 왔다. 그러나 고 의 문헌  가치를 이용하는 것은 학술 연구의 

요한 부분이며, 고 을 정리 연구해야만 해당 고 이 기록하고 있는 문

화를 제 로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고  이용과 보존 사이에 모순

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학문 발 에도 도움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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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  보호에도 이롭지 못하다. 

  우리는 고  개발과 정리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해 

국 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사회 발 을 

해 필요한 것이며 국국가도서  직원들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 

3. 자문 제도 개선, 자문 서비스 강화 

  선본열람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해 서비스 형식과 내용을 지속 으로 개

선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더욱 심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연구과제에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심

사이다.

  1. 장서를 연구하고 이용자를 연구하는 작업은 심층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본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장 문헌 정보를 연구, 개발하고 효과

인 방법을 채택해 소장 문헌을 연구, 개발한 성과를 이용자가 연구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와 우리 도서  소장 자료의 특징을 결합해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본 열람실의 월별 이용자 연구과제 통계를 보면 연구과제에 주로 사용하는 

자료를 알 수 있다. 역사지와 읍지를 편찬하면 읍지와 부역 서를 열람하고 족

보를 편찬하면 족보 자료를 열람하며 해방구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 

신선본을 열람하고 고  건축 유  복원을 해서는 련 지도를 열람하는 식

이다. 우리는 이용자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체

계 인 련 참고자료를 편집하거나 장서  목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더 범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청나라 역사편찬 사업, 명청희곡 사업 등 국가사회과학기  사업, 성

부(省部) 과학연구 사업 진행으로 소장 자료 이용량이 차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국국가도서 이 소장한 자료이기 때

문에 국가  연구사업에 해 일반 인 참고 정보 제공 서비스 외에 문성

이 강한 서목 참고 작업과 능동 인 추종 서비스, 주제 설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과학 연구사업에 해 네트워크 자료 조사, 검색, 문헌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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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과제 통계 작업을 해서는 국가  연구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장 문헌 개발과 해당 과제연구 사이에서 결합 을 찾아야 한다. 이는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를 들면,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연구하

는 과제와 련된 서목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본 선본의 요 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우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기 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련 연구 분야의 문가에게 강의를 부탁해 소장 자료(지도)의 내용

과 가치에 한 설명을 요청하면 우리가 앞으로 소장품을 유통시킬 때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문 사서 당직제 실시로 이용자에게 심층 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열람실에 문 인력을 배치해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한다. 이를 해, 

자문 사서는 풍부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장 자료에 

해 익숙하면 이용자에게 더욱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이용 자료를 안내해  

수 있고, 이용자는 소량의 선본 열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선본 열람 

신청 수를 일 수 있다. 이 게 하면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국가 문

화재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

가 우리 도서 에 없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이용자에게 

연구를 한 단서와 경로를 알려  수 있다. 

  3. 웹 자문을 제공한다. 구체 으로 보면, 메일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

는 것 외에 여건이 조성되면 인터넷에 상담 코 를 개설할 계획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메일 상담 : 이용자 구나 시간에 상 없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이용자의 메일로 답을 발송한다. 

  b. 온라인 문가 상담(실시간 상담) : 고정된 시간을 정해 두고 문가가 온

라인 상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 

  c. 자주하는 질문 

  도서 에 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자문 서비스를 실

시하면 도서 에 오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경제 으로 모든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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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실 시설 개선으로 품  있는 분 기 조성 

  고 열람실이 제공하는 자료는 국 통문화를 표하는 고  이기 때

문에 열람 환경도 고  문화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인 시설 

에 고  서재의 특징을 참고해 넓으면서도 간결하게,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고풍스러운 분 기의 열람실을 만들었다. 한, 이용자들이 통문화와 문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심층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 연구실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도서 은 종합  성격의 연구도서 으로 이는 공공도서 과는 다

른 특징이다. 선본은 도서  소장 자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서 의 특징과 선

본 소장이라는 성격에 맞게 선본 열람실이 문 연구실로 발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실시된 국국가사회과학기  사업, 성부(省部) 과학연구 사업으로 

인해 소장 자료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사업 진행자들은 모두 련 

분야에 조 가 깊고 학문  성과가 있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 이 학

술 연구를 한 방  지원을 해야 한다. 도서  시설 개선을 해 문 연구

실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종류는 연구실과 소연구실 두 가지이다. 소연구

실은 문가 개인을 한 연구실이고 연구실은 연구과제 을 한 연구실이

다. 연구실에는 선본 원본을 보호하기 한 사무용품과 온습도와 조명 장치를 

제공해 연구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신청자는 련 증명서(신

분증, 과학연구 로젝트 입안서) 사본과 연구 계획서(해당 연구과제와 본 열람

실 소장 자료의 상호 계)를 제출해 본 열람실 문헌과 연구실을 이용해 학문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를 거쳐 사용기간을 

정하고 연구실을 배정할 정이다. 

  지 까지 고  열람 분야에 한 국국가도서 의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고  정리와 개발 연구가 성과를 거두어 

고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이용자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 게 되면 국 통문화의 정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학문이 발 하고 후 까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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