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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공공도서관은 초등학생 대상의 정보활용교육 프
로그램을 위주로 개발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성인대상의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
육을 위한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성인이
용자의 핵심계층인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 정보활용교육,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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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ven though many people are aware of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at
public libraries is very important, we just have been developed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onl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a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for adult users at public
library. The case program is developed for 30 to 40-year-old women who are
main user group of public library in Korea. This paper could be a reference
to lead another various researches.
Key words : Information Literacy, Public Libraries

1. 서 론
사회의 변화 양상이 빨라짐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이해하
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기존의 사회현상과 새로운 사회현
상 사이의 간극은 정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 되었으며, 그 정보는 인쇄물, 전자
자료, 영상 자료,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점점
더 인간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이
해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변모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정보활용교육
(Information Literacy)이다. 정보활용교육은 도서관이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이용하는 포괄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증가되고 있
다. 따라서 최근에는 평생학습자로서의 개인을 육성하는 주요한 자질의 하나로
정보활용교육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활용교육은 주로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학이나 학교도서관의 소속자는 학생 및 교사 혹은 교수로 제
한된다. 그러나 각종 계층의 이용자들이 정보활용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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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 현황을 조사해보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이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을 교육 대상
에서 제외하여 ‘성인 대상’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2.1 정보활용교육의 개념과 의의
정보활용교육이란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갖출 수 있도록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단순히 이용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아
니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정보활용교육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도
서관 이용자교육, 정보검색교육, 정보이용교육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도서관' 또는 ’검색'이나 ‘이용'에만 집중된 의미인데 반하여, 정보활용
교육은 정보의 선택, 적절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인지의 평가, 그리고 정보 윤리
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는 Information Literacy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대
부분 미국 ACRL의 기준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ACRL에서는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ACRL, 2000)에서 아
래의 5가지 범주를 정보활용능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Standard 1 정보요구 :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한다.
Standard 2 정보접근 :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접근한다.
Standard 3 정보평가 및 통합 : 정보와 정보원을 비평적으로 평가한다. 선택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에 편입시킨다.
Standard 4 정보이용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Standard 5 정보윤리 : 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며, 정보를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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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고등교육을 위한 기준이지만,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기준(ALA,
1998)이나 ｢IFLA 정보활용교육 가이드라인｣(IFLA, 2006) 등에서도 모두 ACRL의
기준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것은 이 기준의 내용이 반드시 고등교육을 위한
기준으로만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학교
를 벗어나 성인이 된 뒤에도 정보활용능력은 개인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활용능력이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인학습능력의 배양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활용
능력이 평생학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보활용능력은 평생학습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이것은 모든 학문영역, 학
습 환경, 교육수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정보활용능력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
용을 습득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ACRL, 2000).
오늘날의 의사결정은 정보에 압도되고 있으며 적절한 정보의 선택이 중요하
게 되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은 적시에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의 필수요소에
적합한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효과적인 학습자
는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ASLA, 1993).
또한 IFLA 정보활용능력 가이드라인의 서문에서도 첫 문장을 ‘정보활용능력
은 평생학습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며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첫 단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IFLA, 2006). 이와 같이 정보활용능력은 보통 평생학습의 토대,
의사결정의 기반으로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2.2 국내외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현황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
다. 유소영(1995)은 공공도서관과 정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에 적
용할 수 있는 정보교육 방법을 방학 중 독서교실 기간에 수행하는 집중교육과,
학기 중 인근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간을 배정받는 것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김현주(1998)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알려 주민의 교육, 정보전달,
문화 및 여가생활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공공도서관 이용자교육 개발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목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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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유무, 원하는 이용자교육의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황인영(2005)은 공
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의 통합교육이 이용자의 문제해결능력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
육의 통합교육이 정보활용교육만을 실시하거나 독서교육만을 실시하는 것보다
문제해결능력 및 독해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보활용교육 및 독
서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 보다 두 개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결론짓고 있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인 이승길(2006)은
공공도서관의 초등학생 대상 정보활용교육 실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는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4곳의 공공도서관을 조사, 분석한 뒤, 그 개선방안
으로서 정보활용교육의 운영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연구는 김현주(1998)를
제외하면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독서교육과 관련지어 정보활용교육
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논문에서는 성인 대상의 교육도 제안하고 있었는데, 장윤금의
연구(2005)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보이용능력 지
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리 제목
에 언급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이용능력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
제 연구내용은 미국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이용자에 관한 조사 내용에 불과하여
아쉬움을 낳았다.
가장 최근에 이르러 공공도서관 사서인 조미아(2007)는 평생교육과 연계한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정보활용교육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는데 이 4개
의 도서관들은 여전히 독서프로그램과 관련된 초등학생 대상의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노원정보도서관의 경우 성인대상의 독서능력향상을 위한 도
서관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교육 계획서를 소개하고 있어서 성
인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으로서는 문헌에 나온 최초의 자료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은 실제로 진행하
고 있는 곳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함께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각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되고, 미흡하지만 장서와 인력이 갖추어지
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일은 학교도서관의 몫
으로 남겨두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여타의 도서관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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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만이 유일한 정보의 통로인 성인이용자들 대상의 정보활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들의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하여 성인대상의 정보활용교육은 좀 더 시급히 개발하
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현황을 찾아보기는 국내 자료를 찾는 것만
큼이나 쉽지 않았다. 학술논문이나 자료를 찾기 위해 미국의 공공도서관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문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IFLA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IFLA, 2001)을 살펴보면, 정보활용
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며, 이용자교육(User education)에 대한 언
급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교육이란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도서관 투어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위에서 살펴본 정보활용교육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
는 것이다.
IFLA 정보활용교육 가이드라인에서도 대학 및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템플릿임을 밝히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도 적용가
능하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각 급 학교에서 요구되는 정보활용교육
은 각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
성이 적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다.
Johnson과 Jent는 2005년의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논
문이 2003년에는 3건, 2004년에는 4건 밖에 출간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연구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연구가 2003년에 148건, 2004년에 159건 출
간된 것에 비해 극히 적은 수라는 것을 밝혔다. 해외에서조차 공공도서관의 정
보활용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인 것을 알 수 있다.
Jager와 Nassimbeni는 그의 연구(2007)에서 각국의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에 관한 관심을 조사하였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덴마크, 영국, 남아프리카 등
각 나라에서는 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적인 교육으로서 정보활용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교육대상도 어린이에 국한된 것이
었고, 교육내용도 독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에도 주로 어린이의 독서와 관련하여 개발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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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교육은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해야 할 공공도서관
에 그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않은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
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관하여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3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활용교육은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질의 하나
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
자 대상의 정보활용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
심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참고서비스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참고
실이 아예 없는 도서관도 많으며, 참고실과 참고사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현주(1998)의 연구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
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참고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을 통하여 누군가에
게 질문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 환경이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만연된 현상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문의는 할지언정, 면대
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을 강의해준다면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질문을 하지 않는 두 번째의 이유로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기대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9.2%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의 사서에 대한 불신감
을 나타내 주고 있다. 사서들에게 질문을 해도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부
정적인 생각은 사서와 이용자 간의 간극을 점점 더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서들이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하여 정보활용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사서들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고, 사서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8 성인대상의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3.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하였다. 성인대상 공공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수집․정리하
여 연구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지난 10년간 대학교에서 수행해 온 정보활용교
육의 축적된 기획 및 실행 과정을 국내 특정 도서관에 적용하여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4.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개발 과정
정보활용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단계에 대한 이해와 준
비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IFLA 정보활용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박수
희(2007)를 정리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을 개발할 때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을
공공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것이다.

4.1 자관 환경 분석
① 도서관 주변 환경 : 지리적 위치, 주변에 소재한 기관, 학교, 시설 등
② 도서관 내부 환경 : 도서관 규모, 장서구성, 구비된 장비, 인적 자원
③ 이용자 환경 : 이용자층, 이용률, 이용행태

4.2 이용자요구 파악
① 문헌조사 : 각종 통계, 공문서, 연보, 요람 등을 통하여 정보수집
② 설문지 : 이용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작성, 분석
③ 관찰 :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여 파악
④ 면담 : 이용자와 직접 면담을 하여 설문지나 관찰 이상의 정보수집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9

4.3 프로그램 준비
① 실행팀 구성 : 관내의 서비스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수집, 행정담당자를
포함시키면 더욱 바람직함.
②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구상
③ 이용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 구상 : 안내자료 / OT/
세미나 / 기간제 특강 / 대상별 특강 / 관외출장교육 등
④ 담당사서의 자질
- 업무에 의욕적인 사람
- 참고봉사 담당 등 서비스 담당자
- 도서관 자료활용능력
- 정보활용능력
- 교육기술, 수업 능력
- 교육매체 활용능력
- 교육 평가 능력
- 조직 내에서 상, 하 관계 모두 영향력 있는 경영자가 되도록 해야 함
- 정책결정, 예산편성, 인사결정 등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의사결정
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함.
- 교육담당사서에게 자료수집, 교재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 제공 필요
- 교육담당사서의 계속 교육 절실
⑤ 예산확보 : 자료수집, 교재제작, 홍보비, 참가 기념품, 교육 실습 장비,
물품, 교육장 시설 등

4.4 교육 내용
① 정보활용교육 기준에 맞는 교육내용 진행
② 도서관 이용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간략하게 언급
③ 대상 결정 : 정보요구가 강한 이용자 또는 정보 파급효과가 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
④ 주제 결정 :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가장 중요함.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
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
⑤ 대상과 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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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그램 홍보
① 관내 홍보 : 동료 사서에게 홍보, 홍보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부, 대출
이용자에게 홍보, 관내 클럽회원에게 홍보
② 관외 홍보 : 플래카드 부착, 홍보 포스터 부착
③ 교육에 협조 가능한 인물에 직접 홍보 : 학교 선생님, 아파트 부녀회장 등
④ 각종 매체 활용 :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 지역신문에 광고, 도서관회
원들에게 메일 발송 등
⑤ 교육 참가자를 통한 홍보 : 참가 기념품 제공

4.6 교육 실행
① 목표수립 : 일반목표, 기간별 목표, 실행목표 작성
② 교육자료 수집 :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임.
③ 교재 작성 : 인쇄자료는 기본적으로 필요함.
② 교육방법 : 강의식 / 토론식 / 절충식
③ 교육매체 : OHP / PowerPoint / 슬라이드 / 인쇄자료만 제공 등
④ 발표연습 : 거울, 녹음테이프, 비디오, 동료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행동수정
⑤ 교육실시 : 전달할 내용을 분명히 제시, 시선, 목소리, 비언어적 의사소통

4.7 실행 평가 및 새로운 적용
① 설문조사
② 사후면담
③ 이용자교육 실행팀 토의

5.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
위의 3장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맞추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상 도서관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위치한 K공공도서관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시설이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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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이므로 학생이 아닌 성인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1 자관 환경 분석
우선, 파주시 교하읍의 인구현황을 살펴보았다. 교하읍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4월 현재 총 69,184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는 25,350가구이다.
<표 1> 파주시 교하읍 가구 및 인구현황

2008년 4월 11일 현재
리 별

출처 : 파주시 교하읍 홈페이지 http://dong.paju.go.kr/open_content/kyoha/

즉, 세대 평균 3~4명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규모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는 한 동리가 모두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의 거
주양식 및 특성을 파악하기 쉽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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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하읍의 연령별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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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주시 교하읍 홈페이지 http://dong.paju.go.kr/open_content/kyoha/
2008년 5월 연령별 인구 분포표 재구성

교하읍의 주거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각 연
령별로 분포 비율을 보면 0세부터 10세까지, 31세부터 45세까지의 분포가 가장
두드러짐으로써 해당 연령이 이 지역의 주요 거주자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즉,
교하읍의 거주인은 주로 30-40대의 젊은 부모와 유아 및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소규모 핵가족 형태이다.
또한 교하읍에는 <표 2>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혹은 조성중이
다.

업종은 주로 출판 및 인쇄 관련 분야이므로 이는 교하 출판단지와 K도서

관이 상호 간에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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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파주시 교하읍 산업단지 현황

2008년 11월 13일 현재
구분

단지명

위치

부지면적
(㎡)

업체수
분양
등록

교하읍
국가산업 출판문화
1,555,009
단지 정보산업단지 문발리 일원

297

160

문발Ⅰ산업
교하읍
단지
문발리 일원

50,302

13

9

205,724

15

11

189,100

40

0

299,663

50

0

지방산업
단지

교하읍
문발Ⅱ산업
문발리 일원
단지
교하읍
신촌지방
산업단지 신촌리 일원
탄현면
축현지방
산업단지 축현리 일원

유치업종

비고

출판. 인쇄
관련업종
식료품, 조립금속
가구, 기계장치
등
골판지 및
종이관련 업종 등
출판, 인쇄 및
조성중
기타업종
출판. 인쇄 및
조성중
기타업종

출처: 파주시 기업지원과 홈페이지 자료. 추진중인 산업단지 현황. 2008년 11월 자료 재구성
(http://branch.paju.go.kr/open_content/B000001282/dept.tdf?a=user.dept.main.DeptMainApp&c=
1001&ocode=000001282&type=b&domain=branch.pajuro.net/open_content/B000001282)

이 지역에는 <표 3>과 같이 11개의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
분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설립된 것으로서 각종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수하다.
<표 3> 교하읍 소재 초등학교

2008년 6월 18일 현재

출처 : 파주시 교하읍 홈페이지 http://dong.paju.go.kr/open_content/ky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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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용자요구 파악
김현주(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내용을 도서
분류와 서가배열, 열람용 목록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절차 보다는 각종 자료에
대한 소개와 활용방법,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검색방법 등에 더 많은 요청을
하고 있었다. 즉, 이전에 도서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해왔던 도서 분류, 서가
배열, 열람목록 이용법 등은 이용자의 주요 관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 4>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내용
구

분

응답자수(건)

비율(%)

각종자료에 대한 소개와 활용방법

152

34.9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검색방법

120

27.6

도서 분류와 서가배열

69

15.9

열람용 목록 이용안내

50

11.5

도서관 이용절차

39

9.0

기타

5

1.1

435

100.0

계
출처 : 김현주(1998)

앞에서 본 자관환경 분석에 의하면 K도서관은 0~10세의 어린이와 30~40대
의 성인 거주자가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유아 및 초등학
생과 그들의 부모가 K도서관의 핵심 이용자군이 된다. 본고에서는 프로그램 개
발의 대상을 성인 이용자로 제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용자 요구조
사를 수행해야 할 대상은 30~40대의 남성 및 여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는 낮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면 전업주부이며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물론 이
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초기에는 도서
관 핵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대상은 30~40대 육아를 담당하는 여
성으로 정리된다.
또한 K도서관에서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출판산업단지의 회사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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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
로 하여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특수하게 출판
및 인쇄 업종의 산업체가 다수 자리잡고 있으므로 각 사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K도서관만의 특수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직접 면담이나 설문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지만, 실제
개발 시에는 면담, 관찰, 설문을 통하여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고려해 보면 자녀교육, 재테크, 자기개발 등이 정보
활용교육의 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5.3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준비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요소이다. 이
승길(2006)의 연구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한 교육자는 담당 사서였다. 이것
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사서실무강좌에서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도서관사서가 정보활용교육을 직접 강의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사서가 안내하는 정보활용 기술은 이용자들에게
사서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줄 것이며, 도서관 사서가 얼마나 정보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이해도가 높은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사서들 스스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서가 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보완하
고 체계적인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서들은 자신
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충실히 준비하여 나만의 주제 분야에 있어서
확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 사서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룹으로 학습조직을 만들어 수행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실
행 팀을 구성하여 각자 분담한 주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 자료를 공
동으로 제작하며, 실제로 강의하는 광경을 상호 평가해 줌으로써 강의기술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재제작이나
홍보비, 참가기념품 제작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입비 등을 별도로 마련해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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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계획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해당 도서관에 서무 또는 행정담당자를 정보활용교육 실행
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행정적 처리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정담당자의 이
해가 필수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인의 사서가 감당할 수
있는 30~40명 내외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부터 개설하는 것
이 좋다. 또한 도서관의 핵심 이용자그룹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수강자 모집에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대
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교육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대상을 30-40대 주부로 생각했을 때, 관심분
야는 크게 자녀교육, 재테크, 자기개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판산업단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관심분야를 자기개발이나 기획
력, 재테크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과 분야 중에서 담당
사서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 및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의 대주제
로 삼는 것이 좋다. 주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담당사서 또한 이
해와 욕구가 있는 내용을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를 선택했다면 해당 주제를 세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
다. 세부주제로 나눌수록 더욱 전문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 주제 중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하는 데 훨씬 힘이 덜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행에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대상과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표 5>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
자를 30~40대 여성으로 삼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을 대주제로, 영어교육
을 세부주제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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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주제 선정

특별히 영어교육 중에서도 ‘영어교육 지도법’으로 세분함으로써 엄마가 자녀
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어교육도 자녀
의 연령에 따라 각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1-3학년의 초급영어
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1-3학년의 초급영어학습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자녀 영어교육 지도법이 본 강좌의 최종 주제가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ACRL의 정보활용교육 기준(ACRL, 2000)에 따라 적용해 보
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ACRL 정보활용교육 기준에 맞춘 교육 내용 적용
기준

내

기준1

정보요구

기준2

정보접근

기준3

정보평가
및 통합

기준4

정보이용

기준5

정보윤리

용

적 용
필요한 정보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알아내고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한다.
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 한다.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이며 효율적 정보원의 특성, 활용도, 소재파악 등의 이해
으로 접근한다.
와 기술을 제공한다.
찾아낸 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보다
정보와 정보원을 비평적으로 평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찾
한다. 선택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고
은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있는 지식기반에 편입시킨다.
만든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며, 정보를 윤 찾아낸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윤
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이 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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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개발 이상으로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홍보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겠다.
① 관내 홍보 : 포스터 부착, 관내 이용자에게 안내문 배부, 도서관 블러그
(http://mixsh.com/u/gyohalib) 게재
② 관외 홍보 : 플래카드 부착, 홍보 포스터 부착, 벼룩시장 등 지역신문
에 홍보, 교하읍 홈페이지(http://dong.paju.go.kr/open_content/
kyoha/)에 게재,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pajulib.or.kr/)
에 게재, 어린이 회원을 통해 부모님께 안내문 배부
③ 지역 커뮤니티 홍보 : 초등학교 공지, 아파트 부녀회, 대형교회, 출판단지
④ 각종 매체 활용 : 지역신문에 광고, 도서관 회원들에게 메일 발송 등
⑤ 교육 참가자를 통한 홍보 : 참가 기념품 제공, 입소문 등

5.6 교육 실행
이 주제를 강의하기 위해 사서가 준비해야 할 교육 내용 및 과정을 담아 다
음과 같이 교육 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K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지도안 사례
교육구분

정보활용교육

대상

30~40대 여성

강사

000 사서

주제

초등 1-3학년 대상 영어교육지도법

장소

000 실

시간

자료 및 설명

학습목표
교육단계

- 각종 정보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인의 문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보 활용의 단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동기유발

- 일상에서의 문제 상황 확인
- 참석 이유 공유

5분

대화식 도입

주제 이해

- 조기 영어교육 이론
- 8-10세의 학습능력

10분

PPT

문제만들기

- 배경지식 확인하고 문제만들기
- 문제를 질문으로 만들기

10분

문제 사례 제시

0.도입

1. 정보요구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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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계

2. 정보접근

학습내용

학습 활동

- 각 정보원의 특징 소개(책, 신문, 웹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원 특징파악
- 사용가능한 정보원 제시
정보원 소개
- 정보수집 방법 안내
휴식

시간

자료 및 설명

40분
- 교재 유인물
- 정보수집을
위한 워크시트

10분

- 정보의 질적 수준 판단 기준 소개
- 신뢰성 있는 정보의 특징
- 편견을 가진 정보원 제거

10분

4. 정보윤리

정보 이용 시
유의점

- 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무료 다운로드와 저작권
- 출처표기의 생활화
-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

5분

5. 정보이용

정보결과 기술

- 온라인 게시판 또는 대자보에
정보수집 결과 작성

15분

6. 학습결과
확인

결과물 발표
및 공유

- 수집된 정보에 대한 그룹별
공개발표 및 상호 공유

10분

- 온라인
게시판 또는
대자보 준비

7. 학습평가

교육 후 설문

- 교육 후 소감 공유 및 설문작성

5분

- 설문지

3. 정보평가 및
통합

평가방법
안내

계

(그룹별 작업이
더욱 바람직)

총 120분 소요

5.7 실행 평가 및 새로운 적용
교육 후에는 참가자의 평가를 위해 상호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고 특정 부분
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 또한
교육 후 개인면담을 통하여 도움이 되었던 부분, 보완해야 할 교육 진행방식
등을 제안 받을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정보활용교육 실행 팀과의 논의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및 면담, 소감 등을 취합하여 향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여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 사례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20 성인대상의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표 8>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 사례
항 목

개발 방안
- 인구분포

자관환경 분석

- 주변 산업 시설 등
- 주변 공공 시설

K도서관 개발 사례
- 0~10세 어린이와 30~45세 성인
남녀가 주요 분포
- 출판단지 인접
- 신생 학교 인접
- 대상: 30~45세 주부

이용자 요구파악

- 설문, 면담, 관찰 등

- 주제: 자녀교육, 재테크,
자기개발

프로그램 준비

- 실행팀

- 강의 담당 사서

- 사서 자질 개발

- 예산 확보

- 예산 및 장비

-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시작
- 주제: 자녀교육 중 영어교육

교육내용

- 대상, 주제, 교육자료

- 세부주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대상의 영어교육
- ACRL 기준에 따른 내용 구성
- 관내: 포스터 등

프로그램 홍보

- 관내, 관외, 매체, 참가자 등

- 관외: 주변 기관
- 매체: 지역 미디어

교육 실행

실행평가 및
새로운 적용

- 목표, 교육자료, 교재, 교육
방법, 교육매체, 발표연습 등
- 설문, 면담, 토의

- <표 7> 교육지도안 참조

- 참가자 발표, 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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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정보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
회의 흐름을 정보를 통해 이해하고 흡수하여 적응하고 생활한다. 따라서 개인
이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일상과 업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보활용교육
은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 자질로서 공공도서관에도 적용해야 할 시점
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파주시 교하지역에 위치한 K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성인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의 대상
은 30-40대 여성으로 선정하였고, 주제는 영어교육이며, 세부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교육지도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대학교에서 수
행해 온 정보활용교육의 축적된 기획 및 개발법을 적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
육내용은 ACRL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교
육수행을 위해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였으며, 홍보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
이나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애초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공공도서
관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성인대상
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연구 의의를 들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가 향후 다양한 성인대상의 공공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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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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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본 연구는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과 연계 독서를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
장도서목록과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 2가지 측면에
서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와 관련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여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교과 연계 독서는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
1) 이 논문은 2009년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2)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lovelyal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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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의 향상정도는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의 향상정도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하는 도서목록에 따라 향상의 차이가 있으며 학
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여 개발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도서목록이 학
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
구는 교과 연계 독서를 위한 도서 선정 기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교과 연계
독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립 방향을
도출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바람직
한 독서교육을 위해 모든 교과와 학년별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 연계
도서 선정의 기준과 방안에 대한 구축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교과 연계 독서,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도서 선정, 사서교사

< Abstract >
This research explored two sides of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the
recommended reading list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and the reading list that
teacher and teacher librarian develop hand in hand, with the aim to analyze how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affects studying attitudes and students'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measurement, 6st graders in a elementary
school experienced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of Social Studies for the
recommended book lis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KERIS
and the book list made by teacher and teacher librarian. The students were also
surveyed in terms of the ability of studying attitudes, the score of social studies
and analytic intelligence in order to compare pre-resource-based learning status
and post-resource-based learning status.
As a result, the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appeared the improvement of
students'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articular, the
extent of improvement of the group which experienced the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with the book list made by teacher and teacher libraria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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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an the group which experienced the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with the recommended reading list made by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KERIS. This research places significant meaning on arranging
the principle's direction about the role of teacher librarians, as well as the
visible effects of the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Key words : reading related content areas, learn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book list, teacher libraria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독서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독서를 실제 체험하게 함으로써 독서방법을 자
연스럽게 터득하게 하고, 독서의 체험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함을 습득
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독서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바람
직한 인격형성을 강조한 비인지적 영역의 독서교육은 교육에 있어 독서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전통적인 교과교육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상황에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보를 통한 문제해결능
력, 창의력, 비판력 향상의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면서 독서교육에서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인지적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정보 자체의 의미에서 나아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여 능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능력
이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요건이며, 교육의 기반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사
고력 신장 그리고 교과학습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현장의 실무를 바탕으
로 한 독서교육 정책을 공교육 제도에 적극 수용하고, 공인함으로써 독서교육
을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할 핵심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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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래 정부 정책에 의한 독서교육의 초기단계로 독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체계가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 교육의 중점과제로 대두되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 연계 독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교과 연계 독서 자료는 학생의 성향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학생의 발달단계, 흥미, 학습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자료이므로 독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 연계 독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를 능동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
립 방향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이다. 교과 연계 독서를 통한
학생의 학습효과 상승에 대한 연구와 학생을 위한 도서목록선정에 있어 기준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으나 두 가지의 연구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바람직한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
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특정 교과에 대한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
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
구는 기존의 시ㆍ도 교육청 및 정부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권장도서목록을 토대
로 한 연구와, 이와 달리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한 도서목록을
토대로 한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과 연계 독서에 있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 선정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그 효과여부를 판별하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태도는 교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후에 차
이가 있는가?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교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가?
(3)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28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독서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는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 있어 전국의 모든 학교를 망라하여야 하나 인천지역 소재의
S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의 학생을 표본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과 연계 독서는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독서가 이루어져야 하나 다양
한 교과 중 연구의 용이성이 높은 사회과로 제한하였고, 그 내용은 실
험기간에 해당하는 6학년 2학기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로 한정하였으
므로 연구의 결과는 전체 교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독서교육과 교과 연계 독서
독서는 저자의 생각이 기호화된 것을 독자의 뇌리에 다시 형성하여 재생하는
것이며 독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리적ㆍ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의 사고과정이 학습자에
게 유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독서 교육이다(이영실 2007,
4 재인용).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수단이 되며, 독서의 습
관화를 형성시켜 평생교육의 바탕을 제공해주고,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을 보완
하고 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즉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교과의 배경지식
을 확대시켜서 보다 효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습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읽기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
과 연계 독서와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크래프톤(Crafton 1983)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어 이해력에 대한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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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되지 않은 두 가지 읽기 자료를 차례로 읽은 그룹은 각각의 읽기 자료
의 언어 이해력에서 별다른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관련되는 자료를 차례로
읽은 그룹은 뒤에 읽은 자료에 대한 언어 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 독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증가로 수준별 확대 수준의 이해력이 생성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이콥슨(Jacobson 1998)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
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한 독자는 그 화제의 내용에 익숙하게 되며, 독자들은
다독을 통해 선행지식을 넓힐 수 있고 더 나은 독자가 된다고 하였다. 즉 읽기
전 활동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를 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과서에 제
시된 어려운 어휘와 개념에 대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교과서를 넘어서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 교육에 있어 교과 연계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
고, 교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가 학생의 발단 단계를 고려한 독서
로 이루어진다면 독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킴과 더불어 고등 사고력인 창의력,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신장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2 도서 선정
독서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 독자가 성인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에 있는 아동
이나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도서 선정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독
서자료 선택의 문제는 자료 자체가 ‘좋은 것’이어야 함은 물론 그것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읽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는 개념에 더욱 중요성이 있다 (신헌
재 외 1993).

2.2.1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
교과 연계 독서 자료의 선정에 있어 중심은 교과의 내용과 학습 도서와의 관
련성이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습목표와 내용
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과에 따른 각각의 기준을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과
학습의 전개과정에 따라 내용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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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독서 능력 발달 단계
독서 능력은 열거된 문자와 기호로부터 그 의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고등 수준의 능력으로 태어나면서 발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지적 능력에 독서과정이라는 새로운 외부자극이 더해져 점진적으로 발달
하는 과정인 것이다.
독서 능력 발단 단계는 여러 학자와 학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
으나 본 연구자가 독서 능력의 발달을 연령 및 학년에 따라 종합하여 구분하였
다(표 1 참조).
<표 1> 독서 능력 발달 단계 및 특징
단 계

연령(학년)

독서준비기 출생후 - 취학전

발달 특징
독서에 필요한 심리적, 생리적 요인이 발달하여 이야기 듣
기를 좋아하는 시기이다.

기초독서기

초등학교
1, 2학년

낱말을 인식하고 읽기책을 읽을 수 있으며 친근하지 않는
단어의 의미와 발음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을 익혀 가는
시기로 자기 혼자서도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독서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빠른 속도로 복잡한 이야
기를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게 되는 시기이다.

전개독서기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자발적으로 무엇이나 읽게 되며 읽기 속도도 빨라지고 독
서속도를 가감할 수 있고 독서 기술이 발달하는 시기로
독서 자료에 따라 속독과 정독이 가능하다.

성숙독서기

중학교
1학년 - 3학년

독서능력이 완숙에 이르는 시기로 목적 있는 독서와 독서
자료 선택이 가능하게 독서 기술이 한층 더 숙달되고 성
인수준의 독서 자료를 읽기 시작한다.

사색독서기

고등학교
1학년 이후

독서 목적, 독서 자료에 따라 적절한 독서 기술을 구사하
며 사고도 하고, 평가ㆍ비교ㆍ종합하고 사색하여 창조적
경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은 전개독서기에 해당한
다. 미국국립교육연구학회에 따르면 중등독서기이자 천경록이 기초독해기로 제
시한 이 발달단계는 학습 독서기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생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를 경험하게 된다. 스스로 독서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이해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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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속도도 증가한다. 이 시기는 흥미와 관심 위주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해 책
을 읽게 되며, 그동안 익힌 어휘들을 활용해 독해 전략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
서 학습에 있어 독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
이자 분석, 판단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독서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의 효과
를 나타내게 한다. 자료로부터 학습의 필요한 지식을 얻고, 자연적 토대의 독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독서를 통한 외적 자극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독서 능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2.2.3 독서 흥미 발달 단계
독서 흥미는 학생 개개인이 독서 행동을 할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의미한
다. 독서를 할 때 많은 자료 중 특정 도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독서 흥미라
고 볼 수 있다. 아동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므로 연령
별, 성장에 따른 아동의 독서 흥미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통해 확인하면, 초등
학교 고학년의 독서 흥미 단계는 지식과 논리의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
적 흥미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이 많아지며,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며, 기억력이 상승하는 시기이다. 내용을 이해하고 감
상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표현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아동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독서는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4 자료의 형식적 측면
라이더(Ryder 1979)는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읽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글자
꼴, 활자의 크기, 행의 길이, 행간의 폭, 자간, 판형의 크기, 인쇄 면적, 여백, 디
자인의 일관성을 돕는 시각적인 것이나 기계적인 것, 마감 손질 등을 들고 있다.
아동 도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형식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자의 크기는 최소한 10포(p=point)가 독서 자료에 적합한 활자라 할 수
있으며, 독서의 효율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0포 이상에서 12포 이
하의 크기가 일정한 정보량을 포함하면서 가독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글자의 모양은 교과서나 대부분 도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조체가 독서 속도
연구에 따르면 고딕체보다 속도에 있어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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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크기는 아동이 다루기 편한 작고 가벼운 도서가 적절하며 크기로는 4×6
배판 크기가 적절하다.
책의 표지는 도서에 있는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므로 책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디자인적 측면에서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색채와
책의 내용을 캐릭터로 표현한 표지의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홈즈(Holmes 1987)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삽화가 아동의 문장 이
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그림이 들어 있는 경우 문장 내용에 관한 추리형
질문에 대해 아동이 잘못 대답하는 오류를 훨씬 적게 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삽화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자기 지식화 및 이해의 용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 있어 대부분을 삽화로 표현하는 것 보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정 양의 정보와 그
에 따른 일정 비율의 삽화를 첨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2.3 선행연구
국내의 교과 연계 독서에 관한 연구는 교과목의 특성상 독서가 국어과의 하
위 영역에 포함되어 국어과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독서 즉, 읽기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의 사고력 발달과 교과 내용의 이해력 상승 등 독서를 통한
효과가 연구로 가시화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타 교과에서의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독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대표적으로 학업성취도와 교과에 대한 흥미도 등의 연구결과가 분
석, 제시되었으며 독서가 교과의 교육과 학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이자 모든 교과의 학습기반에 독서가 이루어져야 함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20세기 초기부터 교과 연계 독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독서능력은 곧 학습능력으로 이어진다는 독서의 중요성을 교과 연계 독서
와 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입증하였다. 국내보다 앞서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 연계 독서와 학습자의 학습 및 독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독서 자료 선정, 독서 지도 등에 관한 체계가 정립되어 학
교 교육 전반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독서 교육이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국내의 연구들은 모두 교과 연계 독서
가 해당 교과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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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의 연구과정에 있어 어떠한 변인과 관계가 있고, 이러
한 상관관계는 어느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증명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 방법과 절차에 있어 변인의 표준화와
동일화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교과 연계 독서측면에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
하는 사서교사와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채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독서 자료의 선정은 학생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지
지 않았고, 단지 상위 교육행정기관의 권장도서목록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교과 연계 독서와 그 영향력
에 대해 입증하였고, 학교도서관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결정하는 연구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교육 전반에 각인시킴과 동시에
교과 연계 독서가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
사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내 연구에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
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독서 자료의 선정이 학생의 발달 단계, 학습 수준 및 흥
미도 등의 반영이 없었으며, 발달 단계에 있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초등학
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 증명하며, 연
구 절차에 있어 사서교사가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정한 독서 자료에 대한
학습 효과의 연구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연구방법
3.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가설 검정을 위한 독립개념과 종속개념,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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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의 도식화
독립개념
교과 연계 독서 여부

종속개념
⇒

a 학습태도
b 학업성취도

⇓

⇓

독립변인

종속변인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 여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 여부

⇒

a-1
a-2
a-3
a-4

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학습에 대한 자율도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b-1 교과 성적
b-2 분석 지능

3.2 변인 및 측정 도구
3.2.1 독립변인
교과 연계 독서에 대한 변인을 본 연구에서는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선정한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로 구분하였다.
비그필드와 구스리(Wegfield and Guthrie 2001)는 초등학생의 독서 동기를
분석하여 읽기 효능감(reading efficacy), 도전심(challenge), 호기심(curiosity),
몰입(involvement), 중요성(importance), 인정(recognition), 성적(grades), 사회
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경쟁(competition), 순응(compliance), 회피
(reading work avoidance) 등 11가지의 하위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중 사회적
상호작용이 독서 동기의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실 내에 독
서상황판 설치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개개 학생별로 교과 연계 독서의 수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독서통장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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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종속변인
1)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 학습태도는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의 해당 교과에 대한 흥
미도,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학습에 대한 자율도,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등 네 가지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습에 대
한 주의집중도와 자율도는 한국교육개발원(2002)이 초ㆍ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지적ㆍ정의적 발달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 도구를
근거로 하였다.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는 변영계(2001)가 중학생의 학
습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에서 읽기기술과 기억기술 부분을 활
용하였다(표 2 참조).
<표 2> 종속변인 및 문항구성
종속변인

해당문항번호

척도

교과에 대한 흥미도

1～4 (4문항)

Likert 5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5～10 (6문항)

Likert 5

학습에 대한 자율도

11～16 (6문항)

Likert 5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17～25 (9문항)

Likert 5

2)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교육과정 중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의 목표성취를 위해 학생이 해당 교과 내용을 이
해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여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과제를 이
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제의 이행을 위한 교과
내용의 이해를 해당 교과 성적으로,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적 기능을 분석
지능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변인에 의해 측정하였다.
스턴버그(Sternberg 1998)는 성공지능이 학업성취도의 예언변인임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나타내었다. 특히 성공지능의 3가지 하위 지능 중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 과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인 분석지능은 학업성취도와의 상
관관계가 .71～.77임을 나타내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규 외 2006).
이는 지적 기능의 발달이 학습과제의 이행 가능 정도와 연계됨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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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지능의 측정 검사도구인 Comprehensive Ability Test
(CAT)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여 검사도구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3.3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둘째, 연구대상 선정 및 검사도구 선정
셋째, 교과 연계 독서를 위한 도서목록 구안
넷째, 교과 성적 평가와 학습태도 검사지 및 분석 지능 검사지 사전검사 실시
다섯째,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 선정
여섯째, 실험 처치
-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에 걸쳐 교과 연계 독서 실시
- 하루 2시간씩 매일 수업 시작 전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은 담임
교사의 지도아래, 방과 후 1시간은 사서교사의 지도아래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가 동일하게 교과 연계 독서 실시
- 실험에 활용된 각각의 도서목록을 실험집단 A학급과 실험집단 B학급의
게시판에 공지하고, 독서 동기 부여를 위해 교실 내 독서상황판 설치 및
해당 도서 비치로 독서환경 조성
- 개개 학생별로 실험에 활용된 각각 20권의 도서에 대한 교과 연계 독서
수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독서통장을 제작하여 자신이 읽은 도서를 학
생이 직접 확인하고 담임교사가 점검 가능하도록 배부하여 활용
일곱째, 교과 성적 평가와 학습태도 검사지 및 분석 지능 검사지 사후검사 실시
여덟째,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실험집단 A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
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실험집단 B는 사용하는 도서목록에
따라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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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독서 능력과 흥미 발달 단계에 의하여 지적 흥미가 확장되
고 독서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하였다. 인천 시내 S초등학교 6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6학년 1학기 사회과 기말고사 성적과 학습태도 및 분석지능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집단 2개의 학급을 선정하였고
연구대상 학생은 총 63명이다.
실험대상으로 선정된 2개의 학급은 6학년 7개 학급 중 학습태도와 학업성취
도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
다. 실험학급 중 한 학급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선정한 권
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는 실험집단 A로, 교과교사와 사서교
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는 다른 학급
을 실험집단 B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생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 연구대상
집단 구분

남

여

계

실험집단 A학급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선정한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집단)

14

17

31

실험집단 B학급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집단)

14

18

32

계

63

3.5 도서 목록 선정
3.5.1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은 서울시교육청(2005)
에서 배포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목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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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교과연계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6학년 2학기 사회과의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도서 20종을 추출하여 실험집단 A의 학급에 도서목
록과 해당 도서를 비치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
목록은 모두 도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록의 도서들은 전문가의 추천, 언론매체를 통한 노출 또는 베스트셀러 등의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목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발행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
한 교과 연계 도서 목록(초등학교)’을 참고하여 집필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
임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전문가가 추천하고 많은 학생들이 구입하였
다고 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도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책이라도
학생의 지적ㆍ정서적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면 교과 연계 독서를 하는 학생에
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시ㆍ도 교육청과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
단원명

중단원명

책이름(도서명)
우리 민주주의가 신났어!

1)
우리생활과
정치

Ⅰ.
우리나라
의 민주
정치

년도 쪽수

장수하늘소

2004

189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10 : 재미있는 정치
가의 세계

양윤선

1999

214

장준하 : 민주주의 등불

김민수

1994

237

새 먼나라 이웃나라 9 : 우리나라

이원복

2000

265

나라를 다스리는 법, 백성을 위한 제도

우리누리

1995

129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김근태

2004

160

애비워티스

2005

310

세상에 이런 법이!

차병직

2001

146

재미있는 정치이야기

조항록

2004

192

우리누리

2005

230

조문현

2000

167

펄루, 세상을 바꾸다
2)
나랏일을
맡아하는
기관들

지은이

아빠, 법이 뭐예요?
이재원 변호사와 함께 보는
옛이야기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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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중단원명

책이름(도서명)

지은이

년도 쪽수

나, 열세 살 여자

양해경

2002

140

마틴 루터 킹

권태선

1994

186

장수하늘소

2001

190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나는 노벨 평화상

김소기

2001

244

위대한 영혼, 간디

이옥순

2000

182

인권운동사랑방 2005

283

부자 나라의 부자 아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
3)
국민의 권리
와 의무

뚝딱뚝딱 인권짓기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

장수하늘소

2002

189

평등할 권리

모린오코너

2006

46

앙드레 랑가네 2002

87

아빠, 세상은 왜 옳지 못한가요?

3.5.2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
시몬센과 싱어(Simonsen and Singer 1992)는 교과 연계 독서에서 학생들에
게 적합한 독서 자료의 선정과 독서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적절한 독서 목표의 설정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교과 연계 독서에 있어
자료 선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더(Bader 1987)가 제안한 교재 분석표를 활용하여 교
과 연계 도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 그리고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과 성격을 반영하여 바더의 교재분
석표를 수정한 교과 연계 독서 자료를 위한 도서 선정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도서 선정 기준표는 6가지 측면으로 도서를 분석하고 체크리스트 형식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며, 초등학교 담임교사 5명과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5
명의 감수를 통해 교과 연계 독서 자료의 선정에 적합한 기준표임을 평가받았
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 구안 시 활용된 도서 선
정 기준표의 평가 요소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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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서 선정 기준표
평가 요소와 내용
◆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육 목적 및 목표에 상응하는 내용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교과서 내용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학생의 인지적 발달단계에 대한 적절성
표현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알맞은가?
내용의 범주에 있어서 적절한 깊이와 폭을 갖추고 있는가?
대상 연령에 적합한 언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대상 학생들에게 가독성(readability)은 알맞은가?
◆ 학생의 정의적 발달단계에 대한 적절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가?
독자의 생활 경험에 비추어 적절한가?
◆ 형식적 정제성
언어 사용이 바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구사되고 있는가?
내용이나 주제가 독자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정보가 잘 조직되어 있고,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며 형식에 적합한가?
◆ 교육적 가치의 포괄성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창조력,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역사와 가치관, 전통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 시대 사회와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새로운 사회의 이상에 합치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자료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구비성
종이의 두께는 적절한가?
활자 크기와 모양은 대상 학생들에게 알맞은가?
글자와 단어사이의 간격, 줄 간격은 대상 학생들에게 알맞은가?
책 표지는 학습자의 눈을 끌도록 되어있는가?
대상 학생들에게 알맞은 삽화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편집의 레이아웃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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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현재 출판ㆍ판매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의
도서를 작성한 도서 선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도서는 대형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의 사전 조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약 60여종을 평가한 후 결과 순으
로 하여 20종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5명
과 초등학교 사서교사 5명으로부터 그 타당성과 적합 여부를 검사받았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하여 실험집단 B학급에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
단원명 중단원명

Ⅰ.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책이름(도서명)

(신문 읽고 토론하는 아이로 길러주는)
어린이 정치이야기
1)
반장선거해보면 정치·법이 쉽다 : 정치·법
우리생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 정치가
과 정치
대박이 삼촌, 대박 났네! : 정치·경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이야기 (만화 현대사)
재미있는 법이야기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3)
정치가 궁금할 땐 링컨에게 물어봐
국회의사당 - 신나는 교과서 체험 학습 38
2) 나랏일
전병헌 아저씨 정치가 뭐예요
을 맡아하
청와대-신나는 교과서 체험 학습 48
는 기관들
(기울지 않는 공정한 심판관) 법률가
어린이 시사마당 4 법과 사회 : 세상 보는 눈
을 키워 주는 (개정판)
대법원-신나는 교과서 체험 학습 41
남녀평등이란 무엇일까? : 남녀가
골고루 섞이는 것이 평등일까
토크빌이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천둥아 내 외침을 들어라
3) 국민의
권리와
(평화를 꿈꾼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거울속의아이들 : 인권을빼앗긴채살아가는
의무
어린이들의꿈과희망이야기
편견 -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
종이학

지은이

년도 쪽수

정지영

2006

220

김미숙
인현진
아리솔
이치석

2008
2008
2008
2007

199
159
232
199

편집부

2006

208

정우진
임현정
전병헌
백승렬
이지용

2007
2007
2006
2008
2008

173
56
191
56
159

우리누리

2008

208

박진아
주느비에브
프레스
윤민재
밀드레드
테일러
권태선
김정연,
최이정

2008

56

2008

114

2006

158

2004

296

2007

154

2007

163

고정욱

2007

137

정도상

200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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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해석
4.1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을 독서
한 실험집단 A학급의 학생수 31명과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을 독서한 실험집단 B학급의 학생수 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5.0(ve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습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 실시 전 각 집단간 동질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의 유의성 검정을 독립표본 t-test분석으로 실
시하였다.
셋째, 각 집단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지능 측정을 위해 각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Comprehensive
Ability Test(CAT) 검사도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지능의 측정결과는
학업성취도의 다른 변인인 교과 성적과 동일한 척도로 나타내기 위해
백분위로 환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척도인 학습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학습태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학습에 대한 자율도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전체 학습태도

문항수
4
6
6
9
25

Cronbach's α
0.937
0.654
0.888
0.95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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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의 전체 신뢰도는 0.959이며, 하위 4개 요인의 신뢰도를 보면 최소
0.654(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에서 최대 0.950(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
도)로 모두 0.6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각 하위 요인 및 전체 학
습태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응답자의 응답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각 척도를 항목합산을 통해 하나의 분석단위로 파악하
여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2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본 연구 가설 검정에 있어 먼저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 간 사전점수의 동
질성을 검정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대상이 되는 집단이 연구개념에 대해
동질함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사전점수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
우 부적합한 실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인 실험
집단 A와 실험집단 B 간의 사전점수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참조).
<표 8> 집단 간 사전점수 차이분석 결과
변수

집단

실험집단 B
실험집단 A
학습에 대한
실험집단 B
실험집단
A
주의집중도
실험집단 B
학습에 대한 자율도
실험집단 A
학습내용에 대한 실험집단 B
실험집단 A
기억의 활용도
실험집단 B
총학습태도
실험집단 A
실험집단 B
교과 성적
실험집단 A
실험집단 B
분석 지능
실험집단 A
실험집단 B
총학업성취도
실험집단 A
교과에 대한 흥미도

명수

평균

표준편차

32
31
32
31
32
31
32
31
32
31
32
31
32
31
32
31

2.45
2.80
2.86
3.06
2.43
2.92
2.74
3.20
2.62
2.99
71.84
71.61
51.81
60.90
61.81
66.27

1.27
1.19
0.68
0.65
0.98
0.71
1.06
0.74
0.89
0.65
23.95
23.10
15.24
13.11
14.84
13.86

t-value

p

1.228

0.224

1.376

0.174

2.089

0.140

1.609

0.113

1.861

0.068

-0.039

0.969

2.535

0.114

1.2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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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총학업성취도와 총학습태도 뿐만 아니라 각각의 2개의 학업성취도
하위요인과 4개의 학습태도 하위요인에서 모두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는 사전점수에 대해서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 간에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집단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질성이 확
보되었으며,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1.3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Shapiro-Wilk
값과 왜도 및 첨도를 조사하여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였다(표 10 참조).
<표 9>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결과
변수

집단

교과에 대한

Shapiro-Wilk

왜도

첨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집단 B

0.901

0.974

-0.999

+0.071

1.339

-0.313

흥미도

실험집단 A

0.950

0.968

+0.166

+0.213

-1.033

-0.757

학습에 대한

실험집단 B

0.963

0.954

-0.123

-0.566

-0.459

-0.159

주의집중도

실험집단 A

0.956

0.945

-0.295

+0.477

-0.748

-0.557

학습에 대한
자율도

실험집단 B

0.941

0.953

+0.027

-0.091

-1.244

-1.084

실험집단 A

0.960

0.972

+0.495

+0.225

+0.179

+0.009

학습내용에 대한

실험집단 B

0.929

0.981

-0.277

-0.217

-0.528

-0.152

기억의 활용도

실험집단 A

0.954

0.961

-0.124

+0.136

-0.874

-0.138

실험집단 B

0.960

0.987

-0.157

-0.157

-0.466

-0.029

실험집단 A

0.967

0.968

+0.026

+0.287

-1.017

-0.651

실험집단 B

0.935

0.970

-0.372

+0.011

-0.808

-0.872

실험집단 A

0.927

0.903

-0.690

-1.071

-0.180

+0.724

실험집단 B

0.987

0.980

+0.129

+0.198

+0.144

+0.004

실험집단 A

0.980

0.972

-0.158

+0.184

-0.167

+0.586

실험집단 B

0.910

0.934

-1.086

-1.068

+0.919

+1.797

실험집단 A

0.971

0.954

-0.303

-0.406

-0.290

+0.368

총학습태도
교과 성적
분석 지능
총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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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skewness)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첨도(kurtosis)는 정
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Shapiro-Wilk 값이 0.9이상이면 정규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하고, 첨
도의 절대값이 8.0～2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고 보아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한다. 좀 더 복수적인 입장에서는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0보다 클 경
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Shapiro-Wilk 값은 모두 0.9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고, 왜도의 절대값이 1.0이하 이며 첨도의 절대값도 2.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가 정규성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표본의 정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t-tes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 검정
가설 1. 교과 연계 독서는 학생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
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한 후의 학생의 학습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0> 실험집단 A의 학습태도 검정 결과
사전조사
평균
표준편차

사후조사
t-value
평균
표준편차

31

2.80

1.19

2.74

1.11

0.416

0.681

31

3.06

0.65

3.36

0.50

-2.972

0.006**

31

2.92

0.71

2.99

0.79

-0.446

0.659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31

3.20

0.74

3.20

0.72

-0.028

0.978

총학습태도

31

2.99

0.65

3.07

0.59

-0.854

0.400

변수
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학습에 대한
자율도

명수

* p<0.05 ** p<0.01 ***p<0.0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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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이 실험집단 A의 총학습태도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0.08점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태도 향상에 독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 1.1은 채택될 수 없다.
(가설 1.2)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한 후의 학생의 학습태도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11> 실험집단 B의 학습태도 검정 결과
사전조사
변수

사후조사

명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교과에 대한
흥미도

32

2.45

1.27

2.94

1.04

-2.839

0.008**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32

2.86

0.68

3.21

0.61

-3.776

0.001**

학습에 대한
자율도

32

2.43

0.98

2.90

0.89

-4.798

0.000***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32

2.74

1.06

3.16

0.95

-3.581

0.001**

총학습태도

32

2.62

0.89

3.05

0.74

-4.887

0.000***

* p<0.05 ** p<0.01 ***p<0.001

<표 11>과 같이 실헙집단 B의 총학습태도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0.43점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
급 학생들의 학습태도 향상에 독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 1.2는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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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학습태도 검정 결과

변수

명수

교과에 대한
흥미도

사전조사

사후조사

t-value

p

1.09

-1.875

0.066

3.29

0.56

-4.581

0.000***

0.87

2.94

0.84

-3.201

0.002**

2.92

0.93

3.16

0.83

-2.835

0.006**

2.82

0.78

3.08

0.66

-4.157

0.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3

2.61

1.24

2.83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도

63

2.97

0.66

학습에 대한
자율도

63

2.65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

63

총학습태도

63

* p<0.05 ** p<0.01 ***p<0.001

<표 12>와 같이 총학습태도에서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0.26점 향상
되어 결과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의 실시가 학생들의 학습태도 향상에 긍정적으
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될
수 있다.

가설 2. 교과 연계 독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
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한 후의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표 13> 실험집단 A의 학업성취도 검정 결과

변수

명수

교과 성적

사전조사

사후조사

t-value

p

17.78

-1.638

0.112

61.65

14.38

-0.562

0.578

68.38

12.50

-1.822

0.07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1

71.61

23.10

75.10

분석 지능

31

60.90

13.11

총학업성취도

31

66.27

13.86

* p<0.05 **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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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과 같이 실험집단 A의 총학업성취도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2.11점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독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 2.1은 채택될 수 없다.
(가설 2.2)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하기 전과 한 후의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4> 실험집단 B의 학업성취도 검정 결과

변수

명수

교과 성적

사전조사

사후조사

t-value

p

16.98

-3.543

0.001**

57.59

15.03

-3.731

0.001**

68.48

11.34

-5.229

0.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2

71.84

23.95

79.38

분석 지능

32

51.81

15.24

총학업성취도

32

61.81

14.84

* p<0.05 ** p<0.01 ***p<0.001

<표 14>와 같이 실헙집단의 총학업성취도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6.67점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
급 학생들의 학습태도 향상에 독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 2.2는 채택될 수 있다.
<표 15> 학업성취도 검정 결과
변수

명수

교과 성적
분석지능
총학업성취도

63
63
63

사전조사

사후조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1.73
56.28
64.01

23.34
14.84
14.42

77.27
59.59
68.43

17.37
14.74
11.83

* p<0.05 ** p<0.01 ***p<0.001

t-value

p

-3.660
-3.110
-4.898

0.003**
0.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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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와 같이 총학업성취도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4.42점 향상
되어 결과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의 실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채택
될 수 있다.

가설 3. 교과 연계 독서에서 사용하는 도서의 목록에 따라 학생의 학습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6> 집단별 학습태도 검정 결과

변수

학습태도

집단

사전조사

사후조사

t-value

p

0.74

-4.887

0.000***

0.59

-0.854

0.4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B

2.62

0.89

3.05

실험집단 A

2.99

0.65

3.07

* p<0.05 ** p<0.01 ***p<0.001

<표 16>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태도에 있어서 실험집단 B는 사전점수
에 비해 0.43점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p<0.05) 실험집단
A는 사전점수에 비해 0.08점 향상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p>0.05). 즉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
과 연계 독서는 학습태도 전반에서 걸쳐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해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향상
을 나타내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의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태도 점수의 집단간 사전사후 변화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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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태도의 집단별 사전-사후 변화추이

실험집단 B

실험집단 A

3.20
3.07
3.05

3.10
3.00

2.99

2.90
2.80
2.70
2.62

2.60
2.50
2.40
2.30
2.20

사전검사

사후검사

가설 4. 교과 연계 독서에서 사용하는 도서의 목록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7> 집단별 학업성취도 검정 결과

변수

학업성취도

집단

사전조사

사후조사

t-value

p

11.34

-5.229

0.000***

12.50

-1.822

0.07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B

61.81

14.84

68.48

실험집단 A

66.27

13.86

68.38

* p<0.05 ** p<0.01 ***p<0.001

<표 17>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실험집단 B는 사전점
수에 비해 6.67점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p<0.05) 실험집
단 A는 사전점수에 비해 2.11점 향상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05). 즉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교과 연계 독서는 학업성취도 전반에서 걸쳐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의 권장도서목록에 의해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향상을 나타내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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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연계 독서의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점수의 집단
간 사전-사후 변화는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는
채택될 수 있다.
<그림 3> 학업성취도의 집단별 사전-사후 변화추이

실험집단 B

실험집단 A

70.00
69.00

68.48

68.00

68.38

67.00
66.00

66.27

65.00
64.00
63.00
62.00

61.81

61.00
60.00
사전검사

사후검사

5. 결 론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첫째, 학습태도에 대한 검정 결과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기
전과 후는 의미 있는 향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
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기 전과 후는 의미 있는 향상
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학생의 학습태도가 교과 연계 독서 실시하기 전
과 후에 의미 있게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검정 결과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기 전과 후는 의미 있는 향상을 나
타내지 않았으나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하기 전과 후는 의미 있는 향상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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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과 연계 독서 실시하기 전과 후에 의미 있게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집단별 학습태도에 대한 검정 결과 세부적으로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
도에서 실험집단 B인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과 실험집단 A인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 모두 의미 있게 향
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실험집단 B와 실험집단 A 간에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습에 대한 자율도와 학습내용에 대
한 기억의 활용도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보다 높게 향상되었고, 실험집단 A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 간
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의 학습태도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 집단 간 학습태도에 대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집단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검정 결과 세부적으로 교과 성적과 분석 지능에서 모두 교
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
서를 실시한 학급보다 높게 향상되었고, 실험집단 A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실험집단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 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으로 교과
연계 독서를 실시한 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 집단 간 학업
성취도에 대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과 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과 연계 독서에서 사용하는 도서목
록에 따라 향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태도에 있어서는 학습
에 대한 자율도와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의 활용도에서, 학업성취도에서는 교과
성적과 분석 지능에서 모두 사용하는 도서목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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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에서 작성한 도서 선정 기준표를 활용하여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서목록이 일반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의 도서목록으로 많이
활용되는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권장도서목록 보다 학생의 학
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모든 교과와 학년별 학생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교과 연계 독서를 위한 도서 선정의 기준과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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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독서 증진 방향
4.1 북피니시(Book Finish) 운동

< 초 록 >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늘어난 노인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소외감 등 노인문
제가 발생하는 추세이며, 노인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독서의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별무한 실정이었다.
1) 이 논문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장실무논문임.
2) 제천시립도서관장(ktohy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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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독서운동으로

북피니시

(Book Finish) 를 창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서관
자료 중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부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6단계까지 추진하여 왔는데, 추억의 방화(드라마) 상영ㆍ방문
형 경로도서관ㆍ대활자본 제작ㆍ어르신 전용 대활자 신문 제작ㆍ어르신 취향
녹음도서 제작ㆍ어르신을 위한 대활자 시집 제작이다.
기존의 사례가 별로 없어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서서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나
타나는 것을 보면 수명 증가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
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본 논문에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 노인독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이 논문은 현장실무논문인 관계로 참고문헌 자료가 없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주제어 : 어르신 독서 운동, 노인 독서 운동, 북피니시, 대활자본, 어르신 신문,

추억의 방화

< Abstract >
The expectancy life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There are little ways by which old people spend spare time. So much problems
of the aged have occurred. It is urgent for us to make the welfare of the
aged enlarged.
The importance of reading for the aged is very high at this point of time,
but there have been hardly any policies concerned.
Jecheon City Public Library devised to promote 'Book Finish' of reading
movement for the aged of which the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year by
year.
First, we started having them watch the visual materials such as videot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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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gital versatile disks, to which they have comparatively easy accesses
among materials in library.
There have been made six items from then on; showing domestic immemorial
films previous to 1970's, visiting halls for the aged with reading materials,
printing larger letter books above 20 point with those which are

popular to the

aged and publishing newspapers of which the letter size is 20 point, and so on.
We have had many trials and errors owing to the lack of the previous
researches.
The aged have shown favorite reactions to many items of reading for the
aged since we started them.
We gues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give much attention to reading
for the aged afterwards.
This report involves additionally other items necessary to reading for the
aged besides. We hope this report would be helpful to the revitalization of
reading for the aged in Korea.
In addition, this report is about the practical services on the spot of library.
We can't find out literatures cited since there are little preceding studies
about reading for the aged. We make it clear that we have referred to a
question we had made up by ourselves.
Key words : reading movement for the aged, book finish, largest letter book,

newspaper for the aged, immemorial domestic film (previous
to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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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신체수명이 연장되어 평균수명이 80세 전후에 이
르고 있다.
의술의 발달이 수명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그 중 예방의학의 발달이 수명
단축의 원인인 노인 질병이환을 방지하고 있다.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사소
한 질병에도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예방주사 등은
그 노인질환의 발생빈도를 낮추어 준다. 체력이 저하되어 질병노출가능성이 높
은 하절기와 동절기에도 이제는 장비의 첨단화와 가격의 저렴화로 냉난방설비
가 보편화되어 날씨의 변화에 따른 노인증후군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퇴 이후 주로 연상하여 오던 병약한 노인에 대한 선입견은 달라져
야만 한다. 할 일이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 할 수 없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며,
무엇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그동안 소위 대증적인 요법에 그쳐왔다. 버
스표를 드리다가 불편을 덜기 위하여 교통비로 현금지급하여 불편 완화하여 드
리거나 고궁이나 각종 문화재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이 고작이었다. 최근에는 하
루 일정시간 간단한 일을 하시게 하고 수당을 드리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행
되고 일정연령 이상 노인층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등 노년층에 대한 관
심이 제고되어 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년층에 대하여서는 노인복지라는 단어가 생경할 정도로 초
기 단계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노인복지 역시 의식주 문제해결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지원수
준 차이가 나는 일반복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복지가 시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도서관 입장에서는 독서기회 제공과 특히 시력저하 및 독서의욕 약
화 등을 고려한 독서편의성 제고가 중심이 되는 ‘노인독서복지’를 마련하여 나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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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적 고찰
2.1 기존 연구자료 분석
노인독서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는 별무한 실정이다. 단지 노인이 연구 또는
치료대상으로 되는 내용의 노인문제에 관여하는 일반인들에게 참고가 되는 내
용이 있을 뿐이다.
아직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의 범주에서 별도로 노인복지사독립의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에 대한 열망은 높아져 가고 있어 ‘노인복지
사’ 자격 취득을 위한 책자나, ‘치매노인과 사회복지서비스’처럼 치매노인관리방
법기술서, 이외에 복지학 차원에서 ‘현대 노인복지론’ 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료를 통한 노인독서문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원천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2 노인독서에 대한 관심도 조사
위 1항에서 노인독서에 대한 연구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듯이 노인
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 조사는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위하여 86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다.
조사기간은 2007. 11. 1～12. 10.이며, 대상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제천
시 명락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아래 도표와 같은데, 성별 대상은 여성이 84명으로 54%에 달하였
으며, 연령은 70대가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77%인 120명이 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으며,
제천시립도서관에서 노인독서 유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추억의 방화 상영’ 이
용률도 39%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들의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로 60%에 해당하는 93명이 ‘활자가 작아서’
라고 답하였으며, 33%의 51명이 ‘노인층이 볼 만한 책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한편, 의외로 ‘한글해독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7%로 11명이 나왔다.
대활자본을 제작할 경우에 대하여 유형별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 바, 54%에
해당하는 84명이 16포인트 이상을 원하였으며, 실제 20포인트 정도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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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였다. 책자의 크기는 78%에 이르는 121명이 국배판(A4)을 선호하였는
데, 이는 최근 족보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데에 따른 친근감의 발로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대활자본 제작 시 읽을 의향 여부에 대하여서는 81%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
으며, 선호하는 내용의 유형은 건강이 압도적으로 59%에 달하였다. 이어서 역
사소설 17%, 고전소설 9% 순에 이어 기타문학, 취미오락, 기타 순이었다.
◉ 설문조사 대상자 성별

◉ 조사 대상자 연령대
70
60

64%

50

남성
46%
(71명)

여성
54%
(84명)

40
30
22%
20
10%
10

4%

0

60대

70대

◉ 조사 대상자 거주지역
읍 면 지 역
13%

동 지 역
87%

80대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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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 이용 여부(봉양·여성·이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포함)
80
70
77%
( 120명 )

60
50
40
14%
( 22명 )

30
20
10

4%
( 6명 )

5%
( 7명 )

주 1회 이 상

월 1회 이 상

0
연 1회 이 상

이 용 하 지 않 음

◉ 시립도서관의 ‘추억의 방화‘ ’추억의 드라마‘ 관람 경험 여부

있다
39%

없다
61%

◉ 책을 읽지 않는 이유
70
60
50
40

60%
( 93명 )

30

33%
( 51명 )

20

7%
( 11명 )

10
0
활 자 가

작 기

때 문

노 인 층 이

볼 만 한
없 음

책 이

한 글 해 독 이

어 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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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활자본 제작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자 크기
90
80
70
54 %
( 84 명 )

60
50
40
30

2 3%
( 3 6명 )

20
1%
( 1 명 )

10

2 2%
( 3 4명 )

0
13 p 정 도

15p 정 도

16p 정 도

16p

◉ 대활자본 책자 제작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책크기
80
70

78%
(121명 )

60
50
40
30
20

11%
(17명 )

11%
(17명 )

10
0
46배 판 (B 5)

국 배 판 (A 4)

국 판 (일 반 규 격 )

◉ 대활자본 책자 발간시 읽을 의향 여부
없다
19%
있다
81%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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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는 책의 분야
70
60

59%

50
40
30
17%

20

9%

10

7%
6%

2%

취미오락

기타

0
건강

역사소설

고전소설

기타문학

3. 노인층 독서계 실태
3.1 노인층을 위한 독서자료 실태
3.1.1 활자 크기
일반적으로 출간되는 책자의 글씨크기는 대부분 10～11포인트 정도이다. 노
안이 시작되는 40대 후반이 되면 소위 독서최적거리인 30～50㎝거리에서 잘 보
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이다.
하물며 보통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이 정도 크기의 글씨로 이루어진 일반
책자로 독서하는 경우는 극히 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이 굳이 책을
보려면 부득이 작은 글씨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3.1.2 자료 실태
어르신들은 생활전선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가정사정에 따라 또
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하여 여전히 직업전선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나 굳이
아침 일찍 먹고 나갈 직장도 없거니와 딱히 오라고 하는 데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노인층에서 선호하는 책자의 주제는 일반층과는 차이가 나게 된
다. 독서는 성별ㆍ연령불문, 필요하니 선호하는 주제는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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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어도 노년층은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위 설문조사결과에서 보면 건강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노년과 관련된 노후 재산증식 등 노년대비책자는 사실 노년층을 위한다기 보
다는 젊은 층의 미래대비형 책자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것이다.

3.1.3 독서 공간
노인은 이동특성이 남다르다. 우선 노인들의 행동단위별 이동반경이 넓고 약
간의 외부충격에도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의 도서관을 노인층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노인층이 책자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공간
활용 시 非노인층과의 신체적 충돌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3.2 노인독서 실태
3.2.1 노인 독서 개념에 대한 관심
사실 노인독서라는 단어는 생소할 뿐더러 아직 거론조차도 되지 않은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독서는 도서관에 찾아가서 보는 것으로 인식되다보니
기동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에게는 아예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독서는 학생들 또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열심히 하는 정도로 생각하여 도
서관 분야에서도 이들이 주 이용자층이고 또한 이들로 고객의 범위를 한정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노인독서편의를 위한 장비로는 시력확대기와 돋보기가 고작인 현실이다. 실
제로 노인독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아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현실이
며, 이는 노인 이외의 층은 물론 노인층 역시 의아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관심
들이 없었던 대상이기도 하다.

3.2.2 노인복지
노인은 그저 가정 내 부양의 대상으로서만 인식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
식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 버스표를 드리면서 사회
적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 이후 버스표의 교통수당으로의 전환과 같이 지급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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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08년도부터는 점
진적으로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노인복지가 강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책아래 교통정리, 주변 청소 등 간단한 일자리
를 만들어 드리면서 수당을 드리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가 대부분 금전적 지원에 한정되고, 그 대상 인원도 많아 실
시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추진에 힘입어 노인
수당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금액 역시 상대적 입장에서의 파격이지 사실
노인분들의 인생의 질을 확실히 제고시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분야에서는 오로지 금전지원 분야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 정도
로 그저 교통수당, 노인수당 등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흔히 돈으로도 못사는 것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노인관련 각
종 업무에서 돈으로도 쉬이 못사는 문화 분야의 공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2.3 노인 심리와 인식
① 자살 문제 대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다.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통계 자료를 모아(일부 국가는 “2004년 OECD
보고서” 참조) 국내 통계청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30
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명당 71명꼴이었다. 반면
미국, 호주는 10만명당 10명대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65～74세에선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30개국 중 최고 수
준(10만명당 58명)이었고, 75세 이상(103명)에서도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국제사회에 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
려진 일본(32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다.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뛰었다. 특히 2000
년과 2003년 사이 10만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증가 추세
는 2004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노인 자살자는 2003년 717
명에서 2004년 775명으로 늘었다.3)

3) 오진탁, “사회병리현상으로서 자살 : 노인문제”, 법보신문, 제827호(2005.11.9),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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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서 죽는 아사자도 있겠으나 그러한 이유 없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정
서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독서
가 필수적이며, 우리보다 노인자살이 훨씬 적은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도서관 여건이 양호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문제 해결 차원
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② 노인분야 卑下인식

보통 노인관련 사업을 빗대어 ‘실버사업’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으면 대부분
변하게 되는 머리카락 색깔을 연상하여 명명한 것이겠으나 언제부터인가 그 대
상인 노인분들은 수요층은 될지언정 고객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아 있다. 다소 비하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바로 현재의 세계, 또한 반만년 가난을 벗어난 오늘날 우
리 나라의 현재를 만드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비록 존경을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지만, 귀챦은 대상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노인복지실태는 분명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4. 노인독서 증진방향
4.1 북피니시(Book Finish) 운동
우선 노인독서시책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한다.
- 노년층 심적 안정감(지적 능력 함양)
- 노년층 필요성ㆍ가치 증대 : 自尊感 제고
첫째는 독서를 통한 지적능력을 함양하여 노년층의 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평생 일구어온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오는 상실감으로부터
노인자살의 증가, 의욕부진 등이 오게 되는데 독서운동을 통하여 만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노인의 필요성 즉,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모든 노인분들이 젊어
서는 생활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고생하였으나 얻게 되는 금전
적 능력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그러다
직장을 연령에 따라 떠나게 된 이후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전적으로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69

압박을 받게 된다.
체력의 약화로 과거처럼 노동 등 인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금전을 통한 가정이나 사회 기여도도 낮아져 가면서 노인들의 필요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독서관련 시책에서 노인분들의 필요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감안
하여야 한다.
현재의 나라기틀을 확고히 하고 다져 오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로 천대받으며 몇 푼 나누어주는 수당에 일희일비하며 여생을 마감하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분들의 인생 피니시 라인(finish line)을 힘차고 당당하게 통과하실 수
있게끔 마음의 여유와 그 분들의 가치를 깨우쳐 드리는 북피니시(Book Finish)
(어르신 독서운동)을 제창하고자 한다.
제천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추진할 계획도
함께 검토 분석하기로 한다.
제천시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책을 접하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며, 이와 더불어 도서관분야에서 소홀히 하여 온 장년
층 이상들을 대상으로 북피니시 운동을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하여 인생살이에
서 도서관이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도서관 운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태어나는 순간은 스타트 라인 線上이라 할 수 있으나 인생의 노년은
그 기간이 길어 피니시 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니쉬 벨트(帶)의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피니시 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4.2 노인독서 환경개선
4.2.1 대활자본 제작 보급
현재 출판되는 대부분의 책자의 글씨크기는 10포인트, 크게 잡아도 11포인트
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비단 65세이상 노인층은 물론이고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장년층에 이르게 되면 신문도 잘 보지 않게 될 정도로 글씨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층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씨크기로 된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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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금맥을 캔다는 의미에서 ‘골든북(GOLDEN BOOK)이라고 이름 지어
본다.
노년에 관련된 용어로 주로 ‘실버’가 사용되는 데, 이에 대하여 노인층들은
다소 거부감이 있는 현실이며,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골든북'이라는 브랜드명칭이 노인독서 유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4.2.2 독서 유도 자료
① 노인용 신문 제작

최근에는 TV를 통하여 세상소식을 접하는 경향이지만 그래도 신문은 그 고
유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보로써 보다는 지식전달수단으로써는 신문이 훨씬 유
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인관련 신문이 일부 발간되고 있기는 하나 글씨 크기는 여전히 일반
신문과 차이가 별로 없어 노인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노인문제를 다루는 신문
이 되어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별다른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내
용만 노인관련이 아니라 글씨 크기도 노인용이 되어야 진정한 노인용 신문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큰 활자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사회
적으로 그러한 시설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으로 부분 편집방
법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ⅰ.부분 발췌 편집 제작 : N.I.E. 방식 원용
도서관에서 논술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신문을 활용한 N.I.E.강좌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추진가능한 주기별로(예: 週期, 旬期 또는 반월기 등) 어르신들
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발췌하여 글씨를 확대 복사하여 편집하여 ‘대활자본
노인용 신문’(골드 뉴스)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ⅱ. 워드 편집 작업, 제작
어르신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을 부분발췌한 후 글씨 확대 복사하는 경우
상태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대복사방법을 지양하고 아예 워드 편
집 작업을 하여 적절한 글씨체로 하여 편집하여 인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편집 규격은 B4 또는 A3규격으로 하되, 면을 좌우 2단 나누기로 하여 배열
하여 타블로이드판 신문 정도의 소형신문 크기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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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억의 방화ㆍ드라마 상영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 책을 놓은 지가 오래되어 독서의 필요성은 인정하여도
책을 읽는 습관성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일일 방문어르신 200여명에 이르는 시내중심의 시민
회관 현관에 ‘북크로싱’ 서가를 비치하여 어르신들의 독서이용편의에 제공한 적
이 있다(2006년 4월～9월). 일자리창출 어르신들을 2명씩 배치하여 이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책을 보시도록 하고, 주변의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따라서 책을
읽으시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시민회관 광장은 각종 모금이나 공연이 수시로 치러질 정도로 다수주민이 이
용하는 공간으로 무대는 어르신들의 훌륭한 의자역할을 하여 어르신들이 보통
수십 명씩 항상 계시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시력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여개의 돋보기까지 비치하고, 일반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등 최근의 유행하는 책자는 물론 독서의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신
문, 잡지, 지역관광지 등까지 비치하였지만 독서 참여율은 아주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의무교육 시행 전이라 무학인 경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 요소는 시력불편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돋보기를 쓰는 원시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은 독서의 유인책이 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영상자료이다. 영상자료는 도서관법의 규정에
도 도서관자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실에
영상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나아가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자료 중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책보다는 접근하기가 쉽고 편
한 것이 영상이다. 영상자료의 영향력은 순간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매체도 따
라 올 수 없다. 요즘 아이들도 책은 잘 보지 않는 경우에도 TV나 컴퓨터를 활
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는 1970년대 이전의 국산영화를 확보하여 추억
의 방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여 2006년도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
주 화, 금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당초 예전의 비디오테이프나 DVD 등 영상자료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일이었다. 일부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차피
그 편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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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정품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구입선이 확보되어야 추억의 방화시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진흥원 등 영화
와 관련된 곳은 모두 탐문하여 간신히 제작업체를 알 수 있었으니 우리나라에
단 두 곳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확보한 영화로 시작된 추억의 방화는 매주 화. 금요일 어르신들의 문
화향수를 달래고 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유도하는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개시작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을 상영하였는데, 오신 어르신들의 눈
에 눈물이 흘러 영화보시고 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기도 하였
다.
영상자료는 장소적 순간 파괴력은 비할 바 없으나 두고두고 음미하기에는 인
쇄형 매체에 뒤진다 할 것인 바, 영상자료를 통하여 도서관에 흥미를 유도한
후에는 인쇄형 매체로의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운영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시 표현하여 영상이 그 자체로 끝난다면 도서관자료
로서의 효용성은 반감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추억의 방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국민드라마로까지 여겨지는 TV드라마
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여로’는 지금도 그 주인공이었던 영구가 국민 캐릭터로까지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불행하게도 여로의 원전은 남아 있지 않고 하이라이트 정도만 편집
되어 남아 있으나 그만 하여도 어르신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최루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현재는 전우 시리즈, 전원일기 시리즈를 2007년 10월부터 상영하고 있는데
추억의 방화교실과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천시립도서관 가족극장
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따라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추억의 방화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에는 ‘추억의 드라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정된
장소, 일정한 시간 은 문화에 구체성을 부여하여 그 수혜도를 높이는 데 주요
한 방법이 된다.
③ 경로도서관 운영

추억의 방화ㆍ드라마교실은 어르신들이 시립도서관에 오셔서 보셔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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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먼 거리나 교통수단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억의 방화 또는 드라마를 상영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외에 몇 가지 콘텐츠를 추가하여 경로도서관의 매뉴얼을 만
들었으니
○ 대활자본 및 어르신 대활자 신문 낭독
○ 추억의 방화 또는 드라마 상영
○ 녹음도서 틀어드림
장화홍련전, 칼의 노래 등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는 내용의 책이 녹음된 도서
를 틀어드리며 감상하시도록 한다.
○ 이야기 나눔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이야기꾼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의 시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설명하여 해결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내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현장문화를 위하여 추억의 방화 거리
상영도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시내 최고의 번화가인 문화의 거리에서 추억의 방화
상영을 2006년～2007년도 중 야간에 실시한 바 있다.
④ 녹음도서 제작

녹음자료 역시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에 포함된다.
녹음도서는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는 있으나 책을 읽기 어렵거
나 귀찮아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적당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녹음도서 역시 노인독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어르신들 성향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선호하실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다.
그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어르신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라디오의 독자편
지 도서인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투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74 노인층 독서증진 방안연구

4.2.3 도서관 봉사프로그램
어르신 독서운동인 북피니시(Book Finish) 의 핵심은 대활자본이다.
도서 선정 후 저작권 동의 등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어르신 독
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일단 발간 후에는 어르신들이 대활자본 책자를 많
이 활용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책과 거리를 두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활자본이 공급된다고 하
여 갑작스레 책을 가까이 하시게 되지는 않는다.
대활자본 제작 배부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읽은 경우를 포함,
읽어 본 비율이 43%정도인 실정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활자본 이용에 대
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어르신들이 대활자본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기로 한다.
① 어르신 서로 책 읽어주기 유도

책은 스스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게으른 경우에 대비하여 여럿이 함께 읽는
방법이 예로부터 활용되어 왔다.
선비들이 정자에 모여 시를 짓는 것은 예전 독서의 전형적인 풍습이었으며,
향교나 성균관 등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한 유생들의 합격이 정통코스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혼자 책을 읽기는 쉽지 않으므로 경로당이나 동네 사랑방
등에서 조금씩 돌려가며 읽는 방법이 권장할 만 하다.
특히 오랫동안 책을 놓았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쑥스럽
기도 한 일이어서 서로 친근하게 돌려 읽으면서 그 나이에는 대부분 책을 읽기
어렵다는 사실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다.
② 책 읽어 드리기 운동 전개

책 읽어드리는 운동은 가장 전형적인 노인 독서 운동 중 일환이다.
조선시대에도 전기수(傳奇叟)라 하여 책을 읽어주는 직업도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책 읽어주는 것이 오래전부터 독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경로당, 동네 사랑방, 정류장 등에서 책을 읽어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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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활자본 퀴즈

어르신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대활자본 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내
용 소량, 예를 들어 5쪽 내외 정도를 지정한 후 퀴즈를 내는 것이다.
모든 어르신들이 돌려 가며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내용으로 출제한 후
정답을 맞추면 연필 등 가격이 싼 상품을 주도록 한다.
자택에 가서 자녀나 손주들에게 책 읽어 상 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책
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하는 방법이다.

○ 소량(5쪽 내외) 범위 지정 후, 퀴즈 출제 시상
○ 맞출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어르신 인정감 제고로 대활자본 관심 유도

④ 어르신 선호 내용 도서 낭독 병행

대활자본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책의 종류가 많지 않다. 낭독 반복 시 어
르신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아직 대활자본 제작되지 않은 책자 중에서도 일
부 읽어 드리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현장에서 책을 읽어 드리다 보면 참석 어르신들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내
용의 책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 드리면 책에 대
한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한몽, 홍길동 등은 아직 대
활자본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어르신 들이 예전을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관
심 내용일 수 있다.
⑤ 놀이와 함께 하는 어르신 독서 세상

현재 건강 보험 등에서 경로당 등을 순회하는 어르신 놀이 교실 등이 운영되
고 있는데, 이 과정과 연계하여 대활자본 읽어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면 놀이가
흥미를 주는 관계로 자연스레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⑥ 영화 상영과 함께 하는 대활자본 낭독

영화와 함께 하는 대활자본 낭독은 어르신들의 관심 대상이다.
영화 상영 준비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데, 이 과정에 대활자본 일부를
낭독하여 드리면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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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노인 전용 도서 개발 필요

같은 술도 나이가 들면 속에서 잘 안 받게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책이라도 나이가 들면 눈이 잘 넘어가지 않는 수가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꼭 권하는 책 중 일부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변환 제작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경우에도 ‘청소년을 위한 토지’가 나왔고, ‘청소년 백범 일지’도 나와
있는 등 명작에 대하여 아동용, 청소년용은 나와 있는데 ‘노인용’은 아직 시도
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활자본을 시발로 겨우 첫걸음을 뗀 시점에 시기상조이
지만 장기적으로 일부 명작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쉬이 읽어 나갈 수 있는 내용
과 문체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서적을 우리말로 출간하는 것이 번역 도서, 장소와 주인공 등을 아예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어 내는 번안소설이 있다면, 아동용ㆍ노인용 등으로 바꾸
어 내는 것은 ‘변환 소설’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하며 이러한 분야도 일정한 영
역을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청소년 토지, 청소년 삼국지, 청소년 백범 일지 식의 노인을 위한 내용과
문체로의 변환 도서 개발 필요
※ 전기 코드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원용

⑧ 동네 사랑방 활용

경로당에는 노인 상당수가 참여하기는 하나 잡기 활동이 많아 아예 접근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상당한 실정이다. 마음에 맞는 몇 분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예전의 동네 사랑방 식으로 소일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대활자본의 主수요층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분들에게 책을 드리는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문제
만 해결되면 대활자본 활용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2.4 노인전문도서관 개설
흔히 노인시설로는 경로당과 노인요양원을 연상하게 되는 데, 별도의 노인전
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근 어린이전문
도서관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노인전문도서관이 요양원의 연장
선이 아닌 독자적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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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전에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원 등의 기존시설에 도서코너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자유로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2.5 독서 이외 노인 소양 함양
① 결혼 육아교실 : 결혼지도사(설계사), 육아지도사(설계사) 과정 신설

최근에 교육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용이한 접근 등으로 결
혼 및 육아에 관한 어지간한 지식은 지닌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첫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는 실수의 연속이 이어지기도 한다.
한 아빠가 헐레벌떡 한의원을 달려온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 갈 듯하다.
아이가 놀라 그럴 때 먹인다는 기룡환을 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먹였다는 것이
다. 엄지손가락 크기보다도 작은 병에 든 기룡환이니 그 알이야 좁쌀보다 조금
큰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아이가 놀란 상태이니 빨리 낫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에
그 알 크기가 성에 차지 않아 한꺼번에 다 먹여 버린 것이다.
시간도 지난 상태여서 속을 훑어 다시 올리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니 그
한의사는 ‘아이가 불필요한 것은 배설할 것이다’라는 비의학적인 위로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급할 때 부모는 어디 물어 볼 데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다시 약국에
가서 물어볼 시간도 안 되고, 기룡환 약병에 쓰여진 주의사항은 너무나 글씨가
작아 급한 마음에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따라서 결혼 및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육아와 관련, 그동안의 산만
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 및
육아 부분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편한 것만을 의미할 뿐 지식전달능력자
로서의 부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지도사, 육아지도사 과정교육 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수준 있는 내용을 배우게 함으로써 단지 아이를 맡는 차
원이 아닌 아이를 정서적, 지식적으로 길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느
자식들이 어르신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더불어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곁들어 도와 줄 수 있다면 사회적 경로사상 분
위기 배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결혼에 대하여서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막연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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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인생설계를 한다지만 실익은 불문하고 사회적 트렌드에 많이 따르는 경
향이 한 때는 제왕절개수술이 지성인의 출산방법이라는 유행에, 불필요한 제왕
절개수술이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만혼이 대세라는 생각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결혼시기를 늦추어 국가적 인구정체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어르신들이 결혼지도사(결혼설계사)로서 상담에 응하
며 각 경우에 따른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분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합
리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숙제 도우미 능력배양교실

요즘 젊은 주부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어린이 교육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그나마 자신들 역시 자
랄 때 동네의 들과 산을 뛰어 다니며 배우게 되는 자연동식물분야에 대한 체험
부족으로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숙제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연체험 학습량이 많아 이 분야에 보편적으로 해박한 노
인들의 지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소 산만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드리고, 이외에 지역의 역사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추가 지식전달을 통하여 아이들의 숙제 도우미 역량을 강
화시켜 드리는 것이다.
노인의 부양은 누가 하는가?
젊은 사람들 특히, 주부들의 심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럴진대 그 젊은 주부
들이 가장 관심 있는 아이들 숙제에 노인들이 헌신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면 어찌 노인공경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성이 높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어르신
들의 필요성 즉, 가치를 제고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③ 신토불이교실 : 시조, 唱 지도사 신설

시조, 창 등 최근의 복고풍 문화예술 트렌드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적응 강
세를 보이는 노인층들의 연령별 강점을 활용하여 배운 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많은
말을 하여야 하고, 비디오 시대를 건너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단지 말만 듣
고 호랑이가 나타나는 듯한 오싹한 전율을 느끼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던 시
대는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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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야기 후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보다 말을
적게 하고, 자연스런 단전호흡이 이루어지는 시조, 창 등을 습득하여 전수하시
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시조, 唱 분야는 일종의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심오한 수준까지는 필요없고 관심과 취미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분야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오래 배우지 않아도 어린이들이나 성인 초
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야이다.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어르신들의 경우 살아오면서 시조나 창 등
을 풍월로라도 들어온 터이며, 이 분야가 어르신 연령대의 청각기준에 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5. 기대효과
5.1 노인 자존감 회복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 문제 중 급격히 대두되는 문제가 노인자살이
다. 이는 생활고에 따른다기 보다는 노인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르신 독서운동( 북피니시(Book Finish) )
을 통하여 노인의 정서함양과 노인의 가치제고로 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2 가정 화목, 사회 화합 도모
흔히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한다. 불효자라 하여도 부모하기 나름에 효자
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관리를 잘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기를 낳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시대도 아닌 만큼 부모의 자
립 또는 수준 제고로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경심을 지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 독서운동( 북피니시(Book Finish) )은 바로 이러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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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대 간 채무 상환으로 갈등 해소. 사회 화합계기 마련
노인은 사회의 거울이다. 흔히 어린이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어찌 보
면 미래가 없다고 치부되는 노인은 국가, 사회적으로 방치가 되는 대상이다. 따
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상황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레벨이 정하여 지는 것이 엄연한 인생철학적 진리이니
만큼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올라가니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 중 노인분야
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상 원칙일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의 저력을 만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노인층에 빚
진 우리 세대들의 채무 중 일부라도 상환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도리이
기도 한 것이다.

6. 맺음말
노인독서는 이제 노인복지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어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
지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할 것인가?
흔히 빵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허한 마음이다. 자살률은 어려울 때 보
다 다소 형편이 나아졌을 때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실제 최근의 노인 자살률은 이제 노인 정신함양으로 시야를 돌려야 하는 시점
에 왔음을 말하여 준다.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기는 하나 앞으로 더 관심
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노인문제이며, 도서관 분야 역시 이에 관심을 돌려
야 할 때라고 본다.
노인문제는 어르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젊은 세대들이 그분
들을 소외와 무관심으로 몰아내면서 남겨드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장서
노인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다. 적어도 우리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만
큼은 “노인분들이 책을 읽을 여건을 조성하여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범죄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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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독서 진흥을 위한 설문조사(안)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독서 편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으며, 행정시책 반영에 사용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① 남

)

② 여

2.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

① 60대 ② 70대 ③ 80대 ④ 90대 이상
3. 어르신의 거주지역은 어디신지요? (

)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
4. 제천시립도서관(봉양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의병도서관, 이동도서관버스
포함) 을 이용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

① 매주 1회 이상 이용한다.
② 매월 1회 이상 이용한다.
③ 몇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한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5.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1970년대 이전 추
억의 방화(‘미워도 다시 한 번’ 등 국산영화), 금요일 오후 2시에는 1970
년대 이후 추억의 TV드라마(전우, 여로, 전원일기 등)를 상영하고 있습
)
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거나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6. 어르신들이 책을 잘 안 읽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 (
)
① 글씨가 작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② 내용이 노인층이 볼 만한 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③ 글 해독이 어려워 책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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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천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 시 어르신들의 시력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대
활자본 책자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현재 보통 책자의 글자크기 제천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① 제천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13포인트)
② 제천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15포인트)
③ 제천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16포인트)
④ 위 ③번의 글씨크기보다 더 커야 한다.
8. 대활자본 책자 제작할 경우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
는지요? (

)

① 가로 18.2㎝ × 세로 25.7㎝(46배판, 복사용지 B5규격, 16절지규격, 최근 족보규격)
② 가로 21.0㎝ × 세로 29.7㎝(국배판, 복사용지 A4규격, 16절지보다 조금 큰
정도규격, 최근 족보보다 조금 큰 정도)
③ 가로 14.8㎝ × 세로 21.0㎝(국판,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통책자의 규격)
9. 대활자본 책자가 나오면 책을 읽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있다.

)

② 없다.

10.책을 읽으신다면 어떠한 내용을 선호하시는지요? (

)

① 건강 ② 역사소설 ③ 고전소설 ④ 기타 문학
⑤ 취미, 오락

⑥ 이재(理財)<주식투자 등>

⑦ 기타 분야가 있으시면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세요.
(

)

11.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
면 자유로이 작성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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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3.1 우리나라 사례

< 초 록 >
2000년대가 되면서 지역 가까이 있는 학교시설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 도서관 및 관련 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고
주민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학교시설의 지역개방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학교복합화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시설에 학교-공공도서관을 건립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공공
1) 이 논문은 2009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 특별연구논문으로 작성한 “학교-공공도서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정․요약한 것임.
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담당사무관(kgb1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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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운영은 공공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
도서관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시설의 활용이라는 효
과도 가지고 있어 향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
라서 지역사회에서 학교-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지역수요에 대응하면서 동
시에 학교도서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학교시설, 복합화시설, 학교-공공도서관

< Abstracts >
In the 21st century, it has started the change of school building near
community. One of the changes is that school needs to expand and improve
the library and support facilities of it and, as the demands for community
welfare has increased, it's received attention school building to open to the
community. These environmental changes led the project for schools to be
mixed-use facilities and, now it's built and managed school-public library joint-use
library in school building but it's not yet expanded. Managing school-public
library joint-use library has the good effects that it improves the conditions of
definite lack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makes use of idle facilities by
decreased students so, in the future, it will demand the active policy of expanding
the school-public library joint-use library. Therefore I suggest the improvement
and management plan that the school-public library joint-use library can meet
the needs for public libraries in community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Key words: school building, mixed-use facilities, school-public joint-us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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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일부 지역학교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면서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학교-공공도서관(School-Public
Joint-Use Library)3)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일
반적인 개방과 달리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여러
종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일체
적 또는 동일 부지 내에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시설 복합화는 초기단계이지만 과거 학교시설의 소극적인
개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학교시설로서 적극적인 개방이 전제
되는 복합화가 실행되어 가고 있다.4) 복합화는 2000년대 초 학교시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미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1996년 3월부터 창의성과 정보능
력배양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시설의 변화가 시
작되었다. 2001년도에 이른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
조4,000억원이 투자되어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을 15,156실을 증축하고 다목
적실 및 학생편의시설 등 16,160실을 대수선하여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
부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하면서 학교시설의 개방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 등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교육, 문화, 생활체
육,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근린주구형 복지시설 확
충을 쉽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침 근린주구에 위치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걸맞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학교시설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주목받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에 의한
인구수 감소, 나아가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시설의 유휴화 속도도 빠르게 진

전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고 지역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로
3) 학교-공공도서관은 용어도 다양하여 dual use libraries, school-housed public library, joint-use
library, combined library, community library, co-located libraries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공공 통합도서관(school-public joint-use library)
으로 하되,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분리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용어선택이 쉽지 않다.
4) 하광석, 이재림(2008),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계획 분석연구”,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학술
지, 제7권 제2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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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기존 학교시설 증·개축보다 적극적인 복합화방안이 제기되었
으며 2006년부터 BTL 학교복합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 2007년 11월 기획예
산처가 정부 5개 부처와 함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육부에
서는 2008년 1월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복합화 초기에는 체육관, 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설치되었지만 2006년부터 공
공도서관 시설이 추가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쉽게 확충하는 대체수단으로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공공도
서관 시설을 쉽게 확충하려는 대체수단으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상대적으
로 높은 지가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활성
화정책의 하나로 재정투자 형태의 학교복합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처음 기대와 달리 아직도 학교-공공도서관 건립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거나 마무리 된 곳은 전국적으로 겨우 10여개에 불과한 실
정이다. 그리고 학교-공공도서관이 어떤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설치되어야 하
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도서관이 설치된 이후 운영방안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 이러한 시점에 학교시설에 보다 공공도서관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도서관 서비스수요에 대응하고 학교도서관시설도 대폭 개선하는 전기를 조성하
는 학교-공공도서관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학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수
행 및 학교도서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공공도서관 구축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논문에서는 학교-공공도서관은 통합된 형태와 분리된 형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 그리고 도서관으로서 갖추
어야 할 기준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학교-공공도서관이 근린주구5) 내 학
5) 사람이 도시생활을 하면서 최소단위로 도시계획에서 생활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한 사람은 페리(C. A. Perry)로서 6개의 물적 시설은 생활권 범위, 학교, 녹지공간,
공공건물, 상업지구, 생활권 내 도로설계 등에 관한 것으로 페리의 구상에서 근린생
활권에는 생활권 중심에 약 1,000~1,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시설을 두어야 하고 외곽지역에 1개의 쇼핑센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하였다. 적정인구는 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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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설에 설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생활권이론에 의한 도서관 배치와 관련지
어 학교-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타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학교시설복합화로 최근 설치된 일부 학교-공공도서관을 2009년 9월에서 10월
까지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관련기관 방문 및 전화로 정책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복합화 관련 언론보도기사를 정리하여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공존, 학교시설 복합화의 사례 및 이를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공공도서관 연계방안으로서의 학교-공공도서관 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학교-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에 따른 특성과 운영모델
2.1 학교-공공도서관 입지 및 기능
학교-공공도서관은 학교시설 내에 설치되어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처음부터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
저 학교-공공도서관은 학교시설 내에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서비스대상 인구규모를 고려하게 된다.
학교시설은 본래 학교가 위치하는 주변 생활권의 학생수용을 고려하기 때문
에 사전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다. 도시공간은 본래 시민들의 사회생활과 문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물적토대를 갖춘 생활영역을 생활권이라고 하며 일상생활
의 범위에 따라 공간적 계층성을 가진다. 활동범위에 따른 공간적 계층성을 체
계적으로 계통화(소생활권-중생활권-대생활권)하는 방안6)으로 이용권에 따른
도시시설을 <표 1>의 경우처럼 적정하게 배치하게 되며 이는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된다.7) 공간적 계층성으로 <그림 1>의 경우처럼 중생활권은 복수의 소생활
권을 포함하게 되며 대생활권은 복수의 중생활권을 가지게 된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공시설을 계층화하는 도시계획에 적용하면서 크기의 문제가 제기된다.
도서관에서 보면 크기의 문제는 서비스 대상 인구규모에 따라 도서관도 규모가
6) 노춘희, 도시행정총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6), p.611.
7) 노춘희, 김일태, 도시학개론(서울 : 형설출판사, 2003),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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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게 된다.8)
공공도서관은 주민이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안은 주거
지 가까운 곳에 다른 공공시설과 함께 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
공도서관도 지역의 공공시설의 하나로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되어지며 도시계획
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을 가급적 지역주민이 통상적으로 걸어서 15
분 거리 정도(800m)에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도록 기획되어진다.
공공도서관이 보행이 가능한 800m의 반경에 입지하는 것은 소생활권의 인구
2만 규모에 적합한 중소형 도서관 규모를 지향하게 된다.
<그림 1> 도시생활권 개념도

자료 : 노춘희, 김일태, 도시학개론(서울 : 형설출판사, 2003), p.101.

생활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교시설에 공공도서관이 배치되어 학교공공도서관이 운영된다면 그 서비스의 범위는 학교시설이 위치한 근린생활권이
나 소생활권의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지역 소규모 공공도서관(분관 규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8) 공공도서관 관련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도서관의 결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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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활권 규모에 따른 공공시설 배치
지역

개념

가장
근린
기초적인
생활권
생활권

적정인구
5,000~8,000명

생활시설

도서관시설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배본소(문고)
경로당, 약국, 병원, 초등학교

600m
소생활권 내외의
보도권

20,000~30,000명
초등학교, 중학교, 동사무소,
(근린생활권 3~4개
우체국, 근린공원, 시립병원
구성)

도서관분관,

중생활권 소도시권

100,000~150,000명
(소생활권 3~5개
구성)

도매시장, 고등학교,
종합병원

지역도서관

대생활권 도시권

500,000~700,000명

중심업무 상업기능,
유통기지, 양로원, 대학교,
종합운동장

중앙도서관

따라서 공공도서관 기능을 고려한 학교-공공도서관 운영은 학교가 위치한 소
생활권 주변에 공공도서관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역의 중심도서관과도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가 최적 대상이 된다. 소
생활권에 위치한

학교-공공도서관은 기능상 주요업무가 관외 대출을 포함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제한되기 때문에 대생활권에 위치한 지역의 중심 공
공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 다음은 소생활권의 지역주민이 서비스 대상인 학교-공공도서관이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도 고려대상이
된다. 물론 근린생활권이나 소생활권에 대부분 위치한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고려대상이 되지만 그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의 입지는 초등학교는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약 1.2km), 중학교
는 도보로 30-40분,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약 2.4km), 고등학교는 도보로
1시간, 자동차로 20분 이내의 거리(약 4km)가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9) 도
시계획 상 근린주구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여 지역 주
민이 가장 접근하기 쉽다는 것으로 보아 학교-공공도서관의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9) 조평호, 김기태, 교육재정과 학교시설(서울 : 교육과학사, 2004),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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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공도서관이 초등학교에 설치된다면 중․고등학교 보다 지역주민이 도
서관을 이용하기가 수월하고 장서구성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만약 학교-공공
도서관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설치한다면 어린이 및 유아 관련 장서를 비치하
여야 주부들이 도서관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소생활권(인구

2만 규모 이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인접 도서관 유무, 접근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도서관 신설은 높은 지가로 재정투자 수요가 많
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주로 오후 5시 이후 및 휴일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초등학교가 오후 5시 이후
및 휴일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여건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부수적 기능을 수
용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10)
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대상 학교 주변 지역이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
고 주변에 공공도서관은 물론 다른 문화시설도 없는 지역이라면 학교-공공도서
관 설치에 적합하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기능이 보다 부여된 의도로 시
설과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가 과소하
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서비스 대상 인구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2 학교-공공도서관의 적정 규모와 운영모델
학교-공공도서관은 학생 및 교사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서관이 학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이 학교시
설에 위치한 이유로 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 주변의 주민들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이 설치 운영된다면 먼저 학교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학교시설에 학교도서관
만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보다 무엇인가 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10) 윤용기, 이재림, “공공도서관 설치 현황과 운영 분석에 대한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교
육환경연구원학술지(2007),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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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개선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학교-공공도서관이 운
영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학교-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만족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학교-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 또 종전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 비교
하여 운영방식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소생활권에 필요한 중소형의 도서관을 쉽게 건립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과 동시에 학교시설 개선에 도움이 되어 수요자인 학생
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방안에서 도서관 건축기획 시에 학교-공공도서관 운영에서 통합하여 한
공간에서 학교-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는 기능을 분리하여 2개
의 도서관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기능을 통
합하면 학교 수업시간에 지역주민이 도서관에 출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
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통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반주민의 입관시간을 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로 제한하게 한다. 학교-공공
의 기능이 분리되면 일반주민들이 이용시간 제한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
게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더 충실할 수 있어 학교-공공도서
관이 정착되는 초기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상호가 분리운영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일반주민이 제한 없이 학교에 출입하면 시설 보안문제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학교장이나 교원들에게는 관심
사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학생들
과 동선이 마주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 운영하
면 도서관이 학교시설에 위치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에 있어 학교교
육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운영원칙 없이 통합 운영된다면 학교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통합운영 된다
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갖추고 그 다음 공공도서관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
요하다.11)
11) 소병문,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 학
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모순인가? 협력인가?”,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포럼(200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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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얼마정도가 적절한 가는 물론 도서관이 위치한 서
비스 대상 이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 규모의 차이는 있
을 경우라도 학교-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이 향후 복합화사업으로 건립될 것으로
보아 지역인구는 2만 규모, 대상학교는 초등학교로 24학급(학생 수 800명 정
도)을 모델로 설명하기로 한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최근 학교도서관 개방에 흔
히 활용되는 공간규모가 236㎡ 내외(교실 3.5칸 규모)로 주로 기본적인 자료의
대출 수준의 단순개방형 학교도서관과는 차이를 가진다.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기준에 따르면 인구 2만 규모의 공공도서관의 시
설은 800㎡ 정도가 되고, 학교도서관 기준에는 학교 24학급 규모의 학교도서관
은 학생 수를 840명으로 보면 806㎡로 면적이 비슷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특징으로 장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 직원 수, PC 보유 수, 열람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서관 열람좌석 수도
공공도서관의 경우 80석 규모이지만 학교도서관은 재학생 20% 수준인 168석
규모는 되어야 한다.
<표 2> 소규모 공공도서관 및 초등학교 도서관 최소기준
구

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초등)

시 설

20,000명 × 0.04㎡
= 800㎡(242평)

840명 × 0.96㎡
= 806.4㎡(244평)
복합:0.89㎡ 독립:0.96㎡

기본장서

기본 : 30,000권
(연간 3,000권 증가)

기본 : 4,200권
(1인당 5권)
(연간증가 0.5권)

연속간행물

기본 50종 + 40종

20종

비도서자료

600점

시청각자료 2,520점
전자자료 840점

직 원

사서 4명
(20,000명 ÷ 4,200명)

전임사서교사 1인
+ 실기교사 1인

P C

8대

19대

열람석

80석
(인구 1,000명당 4석)

168석
(재적학생의 20%)

자료 : 2003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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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을 800㎡ 규모로 제시한 것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기준을 참
조하여 최소 소생활권 인구를 2만 정도로 추정한 산술치 때문이다. 또 초등학
교 24학급의 적정 도서관 시설도 소생활권 인구 2만 정도와 비슷한 800㎡ 규모
인 것과 비슷하다.
시설 면적을 800㎡ 규모로 복층으로 하여 학교 방과시간대는 학생들이 이용
하게 되고 방과 후나 휴일에는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최소 도서관
으로 갖추어야 할 자료와 비품을 <표 2>기준 치를 절충하여 <표 3>과 같이 제
시하였다.
<그림 2>는 <표 3>이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인구 2만 규모 이하를 서비스 대
상으로 하고 동시에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도서관이 통합되어 운영되었을 것
을 가정한 운영 안을 요약한 공간배치도면이다.
이 경우는 시설 면적을 800㎡ 이하로 하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에는 학교도서
관의 기능을 하고 방과 후나 휴일에는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만
약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면
1,600㎡ 정도(800㎡*2)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리운영은 초기에 투자비용
이 많이 투입되고 운영비도 상대적으로 더 소요될 것이다.
<표 3> 학교-공공도서관의 운영안(통합)
대상지역
건축규모
자

료

PC
평생학습
열람석
조직

운영방법
예산

-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가 과소한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
가급적 초등학교에 설치
800㎡(240평)규모로 독립건물 혹은 복합건물
3만권을 기본장서 (일반:15,000. 어린이:15,000)
연속간행물 90종
비도서자료 4,000점(장서 인구1인당 2권까지 확보)
30대(인터넷 검색 25대, 자료검색 5대)
20평 규모 학습공간 1실(35석)
130석
학교교장이나 혹은 시립도서관장이 운영감독
사서교사 1인(교육청)
일반사서 2명(공공도서관에서 파견)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협력시스템구축
평일 17:00까지는 학교도서관
평일 17:00 - 21:00 및 휴일은 공공도서관
방과 후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강좌
운영비는 자치단체 부담 혹은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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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공공도서관(800㎡이하 복층)모형

1층

2층

복합화사업으로 기존학교에 도서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학교-공공도서관의
시설 면적을 800㎡ 규모로 산정한 것은 지역 소생활권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서 공공도서관 기능 수행에 많은 배려를 한 것이지만 자체 학교시설을 이용하
면서 학교-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또 다른 방안도 있다. 학교시설 노후화로 전
반적으로 낙후되거나 혹은 신축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을 하면서 학교도서관과 관련시설을 근접 배치하여 도서관 및 미디어센터로 조
성하여 학교도서관 중심의 학교-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시설에서 도서관과 관련
되는 지원영역시설12)을 별동이나 1개층 전용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다. 학교시설
지원영역에서 학습지원시설은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들과 유사하기 때
문이다.
최근 BTL 사업으로 학교를 신축하는 경우 요구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하면 7차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주변에
정보교육 강화를 위한 컴퓨터실, 시청각실과 근접배치 운영 등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면서 지역개방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를 신축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시설
12) 학교시설에서 학습지원시설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성격의 실로서
도서관(정보자료실), 교과별 정보자료실, 학습자료실, 시청각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학습지원영역에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학생들의 정보마
인드를 배양하고 정보를 취득, 가공하여 지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
진다. 학교의 학습지원시설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보자료실과 유사한 기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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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작지만 컴퓨터실이나 시청각실 등을 근접 배치하여 도서관 기능을 보강
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용의 편의도 고려하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
게 개방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시설 리모델링의 하나로 학
교정보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이 컴퓨터실, 어학실, 교과
교실 등과 함께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독립건물 형태의 교육정보관
(Educational Media Center)도 출현하고 있다. <그림 3>은 학교도서관과 관련
시설을 근접 배치하여 도서관 및 미디어센터로 조성하였고 특히 학습지원시설
이 밀집되어 학생들의 이용 편의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이용도 고려한 공간배치
이다. 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학교-공공통합모델도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방과 후나 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일반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한
개방형 학교도서관의 학교-공공도서관 모델이다.
이 형태의 시설배치는 학교도서관을 1층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도서관
주변에 어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을 근접 배치하여 지역주민들도 방과 후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도서관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였다.
<그림 3> 개방형 학교도서관 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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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서관 바로 옆에는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1년 동안 각종 전시행사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되면 미술실을 비롯한 실과실에서
는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강좌가 개최할 수 있도록 근접 배치하였다.
개방형 도서관이 특히 방과 후와 공휴일에 개방되는 것을 고려하여 교무실을
비롯한 관리영역 시설들을 1층에 집중배치하여 도서관 및 기타 학습지원 시설
들이 집중 운영 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외 교과교
실을 비롯한 교수학습영역시설과 교원지원 및 학생지원시설은 2층 이상에 배치
하여 방과 후 및 휴일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개방구역인 1층과 분리, 학교
시설 관리의 안전과 효율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도 학교건축을 기획하
면서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향후 협력방안이 합의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에서 학교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3. 학교-공공도서관의 운영사례
3.1 우리나라 사례
우리나라에서 학교-공공도서관의 운영사례는 많지 않다. 학교-공공도서관은
먼저 학교시설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주민에 대
한 학교개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를 설치하고
자 하는 시도는 전국에서 공공도서관 여건이 가장 열악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구로구와 서초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
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재정투자로 시작하였지만 곧이어 중앙정부가 학교시
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BTL 방식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학교-공공도서
관이 보급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3.1.1 서울시 사례
서울시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학교시설을 개방,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
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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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우선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도서관을 가급적 쉽게 조성하고자 공공시
설 복합화, 공공시설 리모델링,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13) 그 결과 서울시는 2003년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단독시설로의 신규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 공공시설 건립 시
100~200석 내외의 소규모 복합시설로 건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06년까지 소규모로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을 100
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시설 복합화 10개소, 공공시설 리모델링 50개소, 학
교시설 복합화 15개소, 학교도서관 개방 25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 시
기에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학교도서관 개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좋은 학교도서
관 만들기 사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시설여건이 열악한 학교도서관 개선효
과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9년 기준으로 9개교에
머무르고 있고 운영하는 도서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서울시 학교시설복합화(도서관) 추진내용
주 소

개관일

열람석

규모(㎡)

연번

도서관명

1

중평중복합도서관

노원구 하계동 271-2

’06. 7. 7

167

-

900

중평중학교

2

도봉초당초등학교

도봉구 방학동 514-2

’06. 10. 23

150

669

1,221

초당초등학교

3

서일중학교

서초구 서초동 1313

’07. 7. 12

80

-

280

서일중학교

4

서초신동중학교

서초구 잠원동 54-6

’07. 7. 19

50

345

신동중학교

5

정목초등학교

양천구 목4동 757

’08. 1. 29

100

1,200

정목초등학교

6

북성초등학교

서대문구 북아현2동 215

’08. 9

250

914

북성초등학교

7

홍은중학교

서대문구 홍은3동 183

’06. 2

81

홍은중학교
(리모델링지원)

8

신도림고등학교

구로구 신도림동 270-2

’09. 7

100

대지

건물

13,527

1,044

운영자

신도림고

13) 서울시는 2000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1개관 당 인구가 28만9천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인 도서관 1개관 당 인구 11만4천명에 비교하면 2.5배 수준이었고, 2008
년도는 15만명으로 전국 평균 8만명 당 2배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의 하나이지만 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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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투자로 추진하였지만 2006년부터 중앙정
부에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BTL 사업방식으로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25개 특별구, 교육청과 협력으로 학교시설복합화와
학교도서관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학교시설복합화는 9개교와
학교도서관개방은 46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서초구와 교육청의 협의로 추진하여 양재
동 언남중고등학교와 서초동 서일중학교, 잠원동 신동중학교 등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2007년에 개관하였지만 공공도서
관의 제한적 이용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구로구는 서초구보다 늦게 추진하였지만 구로구 관내 도서관 시설확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도서관 시설배치에 역
2

점을 두고 있다. 구로구는 재정투자로 구로초등학교에 700m 규모의 학교도서
관(3층)과 공공도서관(4층)을 동시에 갖추어 2009년 5월 개관하였다. 또한 BTL사
업으로 신도림고등학교도 2009년 2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개봉초등학교는 공사
가 진행 중에 있다.
<표 5> 서울 구로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학교명

신도림고
(BTL)

구로초
(재정투자)

개봉초
(BTL)

시설명

규모

착공

도서관

1,004m2

체육관

2

1,129m

도서관

700m

2008.1

완료

2

계

구비

시비

국비 교육청

-

530

461

1,690

-

-

845

1,203

191

417

-

595
1,347

1,700m

2,685

396

942

-

도서관

1,104m

2

2,100

868

392

840

체육관

2

1,360

-

-

-

2009.7
935m

769

2009.5

체육관

2010.3

비고

20년
분할
상환
845 (BTL)

1,760
2009.2

2

2008.4

소요예산(백만원)

집행
완료

20년
분할
상환
1,360
(B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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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BTL 복합화 사례
2006년 3월 기획예산처의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시․군․구와 교육청이 각각 투자계획 짝짓
기를 통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용지 내에 학교시설과 주
민 이용시설이 동시에 투자되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육시
설, 오픈스페이스, 복지시설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BTL 복합화사
업으로 대상이 되는 6가지 유형이 학교시설에 설치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초등
학교 25개교의 학교복합화 시설별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14) 학교복
합화 시설로서 시설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초기의
기대처럼 추진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08년 1월 31일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보육,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입체적 학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계획 상시 열람제 도입(’09년 4월 정보조기공개), 시범사업 실무
지원반 구성․지원, 재정 인센티브 및 보상체계(국고보조율 10%인상, 종전 40%
에서 50%로)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체결 건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표 6>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사업
연도

복합시설 내용(억원)
시군구

대상교

구분

비 고
사업규모

시설내용

2006

경남
마산시

중리초

신축

50

생활체육
+도서관

개관

2006

서울
구로구

신도림고

신축

16

생활체육
+도서관

개관

2007

서울
구로구

개봉초

소규모

21

생활체육
+도서관

착공

14) 황성혜․박수빈,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서의 학교시설복합화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9), p.341.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101

사업
연도

복합시설 내용(억원)
시군구

대상교

구분

비 고
사업규모

시설내용

2008

부산
사상구

엄궁초

소규모

63

생활체육
+ 주차장

수영장+다목적 강당

2008

경남
통영시

신전중

신축

45

도서관

시립 도서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2008

경남
사천시

사남초

신축

15

도서관

어린이영어전용
도서관

(1) 서울 구로초등학교

서울 구로구는 지난 5월 7일, 구로2동 구로초등학교 내 복합화시설에 주민전
용도서관을 개관했다. 복합화시설은 4층 건물로 시청각실, 체육관, 학교도서관,
주민도서관을 함께 갖추고 있다.
<그림 4> 구로초등학교 전경 및 내부 사진

도서관전경

자유열람실 및 종합자료실

유아열람실

지역주민을 위한 전용도서관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40㎡ 규모로 종합자
료실, 유아열람실, 자유열람실(70석), 문화강좌실(20석)을 갖추고 있다. 장서는
약 9천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직원은 구청에서 파견한 사서 2명과 관리 1명으
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학교 개방시간과 무관하게 주민
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유아열람실은 평일 오후 6시,
토·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자유열람실은 평일과 토·일요일에도 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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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3층에 별도로 운영된다.
(2) 마산 중리초등학교

마산시는 내서읍 호계리 33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86㎡ 규모의 체육
관과 열람석 200석 2개층 크기의 도서관을 갖춘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 3월 개관하였다.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가 임차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지어졌다. 시는 이번
에 지어진 복합시설을 시장 명의로 등기하되 향후 20년간 시설임대료와 시설운
영비 등을 균분 상환하기로 하였다.
복합시설에서 체육관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공
휴일과 일요일·학생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지만
도서관은 평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있는 토요일은 오후 1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
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고 있다.
중리초등학교 교사와 연접한 도서관은 건물 2층과 3층에 들어섰으며 열람석
200석(성인 120석, 학생 80석)에 장서 1만2천권을 갖추고 있다. 마산시는 중리
초등학교 복합도서관을 분관으로 지정하고 사서 1명을 파견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서울 구로초등학교가 도서관을 학교와 공공으로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운
영하는데 반하여 중리초등학교는 학교와 공공을 통합하여 마산시가 중리초등학
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4개 시립도서관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림 5> 중리초등학교 입구 및 내부 사진

도서관입구

어린이자료실

2층 일반자료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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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문제점
(1) 운영 주체의 이원화

학교-공공도서관 복합화시설은 학교, 교육청, 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축하였지
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의 운영은 학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그 외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건축할 당시와는
달리 학교-공공도서관 복합화시설의 건축이라는 동일 목표점이 아닌 건축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예산 및 시설이용의 문제로 운영주체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복합화시설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복합화시설 운영
이후 발생하는 학교부지 내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해결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발
생에 따른 논쟁으로 체육관의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 이는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운영
주체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한 결과이다.
(2) 운영 인력의 문제

현재 학교-공공도서관 복합화 시설의 운영 인력은,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채
용한 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에서 채용한 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운영주체가 상이함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근로
또한 상이하여 학교도서관은 학교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공공도서관은
야간개관 및 주말개관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너무나 다른 근로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의 문제는 국내 많은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현안
당면과제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복합화시설
을 추진한 당초 취지에 반하는 운영 실태라고 할 수 있다.
(3) 안전 관리의 문제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학생들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이용을 위해 학교건물과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
교 운영시간인 9시~16시 30분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반
대로,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통로를
확보하고, 9시~21시까지 운영한다. 각 시설마다 조금씩 운영시간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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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학교도서관의 일반적인 운영시간은 평일 9시~16시 30분, 토요일 9
시~12시 30분까지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별도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
고, 운영시간의 상이함을 보이지만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학교의 부지를 통과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밤늦
게까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교도서
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외의 이용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가운
데 불량 이용자들에 의한 학생들의 안전확보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4) 교육청-자치단체 협력의 어려움과 지원정책의 미비

학교-공공도서관이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
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유사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
상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이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학교
복합화시설사업 자체가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데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학교시설 내에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도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기도 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운영
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지원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복합화시설 확대에 관심을 가지
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공공도서관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복합시설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이 추가되어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가 쉽지 않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예산과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뚜
렷한 대책 없이는 복합화시설 확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시
설이 도시계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하여 관련 지
침 마련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합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지
만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또 학교에서는 복합시설이 학교시설 내에 건립
되는 만큼 도서관과 함께 건립되는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105

는 위험부담이 학교장에게 전가될까 우려하여 복합시설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
장을 가지게 된다.

3.2 외국사례
3.2.1 시키시(埼玉縣 志木市) 이로하 유학 도서관(いろは遊

書館)15)

일본 사이다마현 시키시(埼玉縣 志木市)에서 1999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융합이라는 학사융합(學社融合) 의미에서16)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2003
년 시설을 개관하였다. 시키시 초등학교(28학급, 학생수 802명)는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기능과 학교도서관 기능이 복합된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시키시(志木市)는 사이다마현 남부에 위치한 인구 6만9천의 소도시이며 시키
시는 공공도서관 4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관 역할을 하고 있는 柳瀨川도서
관(장서: 18만5천), 공민관에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2개관(장서: 5만
5천)과 복합화로 추진된 이로하 유학 도서관(いろは遊学図書館)이 있다. 이로
하유학도서관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도서관으로 장서규모는 8만7천 규모가
된다.17)
이로하유학도서관은 시키초등학교․사회교육시설로 복합화하여 시키초등학
교․공민관․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새로운 교사는 북측의 생애학습동과 남측의
보통교실동을 목제 덱(deck) 스쿨 커튼으로 연결된 구조다. 학교 부분에 이 학
교의 심장부로 반 옥외 스쿨 커튼을 경계로 남측이 클래스 룸 존, 북측 존에
도서․미디어실과 시청각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디어 센터화하
여 본래 학교가 갖고 있는 도서․시청각․컴퓨터실 등과 시민도서관을 공동 이
용가능토록 계획하였다.
이 존에는 교사가 상주하는 실과 도서관 카운터 제반을 배치하였다. 학교가
활동하고 있을 시에 어린이들은 시민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어 조사학습이나 도
서관 이용 매너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다. 이야기방 코너에서는 시민 자원봉
15) 吉村 彰, “21世紀型の新しい小學校計劃の 試み,” School Amenity(2003), pp.22-34.
16) 학사융합(學社融合)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로하도서관은 시기시 공공도서관망의 하나이면서
학생들의 조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역할을 한다.
17) http://www.shikilib.jp/lib/iroh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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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도서의 조사학습이
나 인터넷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
록 하였다. 개관 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7:00로 되어있다.
<그림 6> 이로하유학도서관 전경 및 내부 사진

도서관배치도

복합화건물 내부모습(도서관은 2층)

3.2.2 초후시립도서관 초와분관(調布市立 書館 調和分館)
이로하 유학 도서관(いろは遊学図書館)이 학교와 공공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데 반하여 초와소학교(調和小學校)에 개관한 초와분관(調和分館)은 2002년 9월
초후시립도서관(調布市立図書館)의 10개 분관 중의 하나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후시(調布市)는 도쿄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21만 6천 규모의 중소
도시이고 초와소학교(調和小學校)는 16학급(547명)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1999
년도에 개교하였다. 2000년도부터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BTL 복합
형으로 추진하여 2002년 학교교사, 도서관(주민개방), 수영장(주민개방)을 개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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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調和分館 입구 및 내부 사진

도서관 입구

1층 調布시립도서관

調和分館

시립도서관은 1층에 배치하였고 주민전용으로 운영되며 개방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이다. 분관의 장서는 4만2천권이고 열람석은 24석이다. 학교도서관은 2
층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2.3 Alvin Sherman Library, Research, and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18)
Alvin Sherman Library는 2001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Nova Southeastern
대학내에 개관한 복합화 건물로 Nova Southeastern 대학과 Broward County
사이에 만들어진 사립대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관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방안으로 Broward County 도서관에서
는 예산을 지원하고, Nova Southeastern 대학에서는 기술을 제공하여 통합도서
관을 신축하였다.19)
직원채용, 자산 및 비품구입, 기타관리 등 일반적인 운영은 공공도서관과의 협
의하에 주로 Nova Southeastern 대학에서 담당한다.20)
이 통합도서관은 Nova Southeastern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 뿐 아니라 Broward
County 주민이 이용 대상이며 약 3만㎡ 규모의 5층 건물로 안락한 독서존과 27
18) http://www.nova.edu/library
19) 곽철완, “통합도서관의 발전과 그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2007), 제38권 제2호,
pp.337-352.
20) Imhoff, Kathleen R.T, “Public Library Joint-Use Partnership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s, Vol.15, No.1/2(2001),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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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개인스터디룸, 약 1,000여개의 열람석, 전시공간, 카페 등이 있다.
각 층별로 살펴보면 1층은 공공도서관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베스트셀러, 아
동 및 청소년 대상 자료, 잡지와 신문등의 자료와 Public Library Services Desk
가 있다.
2층에는 참고자료와 전자자료 등과 각종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Library Gallery가 위치해 있으며, 3층∼4층은 일반학술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Alvin Sherman Library 내부사진

1층 Public Library Services Desk

4층 Academic books

일반적인 Public Library Services Desk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까지이며 Reference Desk는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Library Building 운영시
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11시(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휴
일, 학교시험기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

4. 학교-공공도서관 활성화방안 모색
4.1 학교-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협력 활성화
학교-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학교-공공도서관이 얼마
정도가 건립될 수 있는 것이 관심사일 것이다. 물론 모든 학교를 복합화사업이
나 재정투자로 새로운 도서관 시설을 갖춘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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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단순한 자료대출 정도의

학교도서관 개방도 그 지역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않고 지역 중심도서
관과 거리가 먼 지역이라야 운영의 실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지역의 소생활권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이 부여된 학교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수를 보여주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도서관종합발전
계획(2009~2013)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 당 공공도서관 1
개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구 5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수를 추정하면 서울은 120개관, 경기도는 100개관, 인천
은 37개관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어야 하고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도
서관 1개관 당 2-3만 명 수준에 접근하려면 당분간은 도서관 시설 확충이 우리
나라 도서관의 주요정책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으로 추가로 건립되어야 하는 신규 도서
관을 추정하면 260여개관이나 된다. 신규로 건립하는 도서관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
안으로 공공시설 리모델링이나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 대체 방안의 하
나로 신규수요의 20% 정도를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을 조달한다면 수
도권에만 50개관 정도의 도서관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1개 자치구에 1개의 학교-공
공도서관을 복합화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을 기획할 수 있다.
<표 7> 수도권지역 학교복합화사업 추정(안)
공공도서관
지역

인구

인구

추가

학교복합화

5만명당

소요

공공도서관

1개관(B)

(B-A)

(20%예상)

(만명)

교육청

자치단체

계(A)

서울

1,019

22

63

85

204

119

24

경기

1,110

10

112

122

222

100

20

인천

266

8

7

16

53

37

7

또 학교도서관 개방형으로 학교-공공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기획한다면 대상
이 앞으로 신․개축하는 학교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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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21) 전국에서 신축하는 학교가 2011년에 242개교, 2012년 이후에는 502개교
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공도서관 기능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신축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신축하면 설계단계부터 학교공공도서관 모델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축학교가 308개교로 상대적
으로 많은 경기도 지역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22).
복합화사업으로 학교-공공도서관을 건립하든가, 혹은 학교를 신축하면서 별
도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려면 반드시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는 기본협정(MOU)을 체결하여 대상
학교,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분담,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전용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학교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기 전에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앞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도서관
건립에 적극 호응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공공도서관이 실지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도
서관 운영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와 인력배치 및 운영비 부담일 것이다. 도서관
운영의 최종 책임은 도서관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학
교 교장에게 있을 것이다. 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도 학교장이 최종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
다. 그러나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학교도서관과 별도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
어 운영된다면 해당지역의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
켜 주고 오히려 학교-공공도서관 설치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약서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합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공공도서관 운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들의
배치와 관리문제로 전망되고 있으며 학교시설에 학교-공공도서관이 운영되게
되면 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우선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사서 인력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인력배분 원칙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같은 학교시설 내에 있으므로 종국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
관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고 인력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향후 복합
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추진 절차의 이해(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p.26.
22) 경기도는 2005년부터 BTL 사업으로 2009년까지 150개 학교를 개교하였고 앞으로
도 100개 학교를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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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되어야 한다.

4.2 학교-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지역계획 및 학교도서관 발전에
연계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자료․정보제공 서비스를 목
적으로 하며 “이용자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어떠한 자료․정보라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도서
관은 중앙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직접 응답하기 위하여 대출서비스를
주로 하는 분관이나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고 이 도서관 서비스가 유효하게 되도
록 네트워크 시스템이 형성되어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역계획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도서관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직을 기획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생활권의 계층화에 따라 도서관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지역시스템망은 도서관의 포인트들이 중앙관-지
역관-분관으로 연결되어 도서관 시설은 복수이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시민 모두
에게 봉사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선 지역 주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역으로 기초 및 소생활권 구
역 내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 지역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입지를 고려하여 배치한 분관 규모 도서관들이 대출 등을 중
심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23)도서관

지역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전

문적인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대규모 중앙도서관과 지역 밀착형 복수 중소규
모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운영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특성으로 공공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나 교
육청은 도서관을 지역에 배치․운영하는 지역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역의 생활권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도서관 지역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도서관 간
봉사수준을 설정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주민이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분관 수준의 기
능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장서규모도 소생활권 지역주민 수에
23) 高山正也(편), 김경일, 김용원(역), 도서관 정보센터의 경영(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4),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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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5만 규모 이하이면 적정할 것이고 시설도 그 수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도서관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학교-공공도서관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장서구성, 시설, 인적자원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의 운영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하나의 공공도
서관 서비스 포인트가 운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학
교-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분담에 따른 지역계획에
따른 하나의 지역도서관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지역 전체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에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의 중심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는 바로 학교-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로서 기능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공공도서관은 그 지역 공공도
서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도서관 서비스 망의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것이며 독
자적인 서비스 대상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은 단
순한 개방형 학교도서관과는 달리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의한 하나의 공공도
서관으로 전제되어야 자치단체의 예산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공공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다른 학교
도서관보다 개선된 시설과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선도적인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별로 지역에서 1-2개 학교에 학교-공공도서
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들 학교도서관이 그 지역의 학교도서관의 발
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 중심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그 지역에 1-2개 정도 설립될 수 있는 학교-공공도서관
을 중소형 공공도서관 규모로 육성하고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도서
관을 네트워크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지역 학교도서관의 중심인 학교-공공도서관은 현재 시․도 산하 기관이나
도서관에 설치한 중앙집중형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DLS)24)의 한계를 보완시
24) DLS(Digital Library System)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설치되는 표준화된 학교도서관정보
시스템으로서, 교육청 관내의 개별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업무(수서․목록구축․대출/반
납 등)를 자동화함은 물론, 인터넷 기반의 독서지원 기능(독서정보, 독서 표현 활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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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지역단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면
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으며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지역학교
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면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학교-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학교현장에서 7차교육과정 시행으로 학교시설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어서 저출산에 의한 인구수 감소, 나아가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시설의 유휴화 속도도 빠르게 진전되고 지역주민 복지수요도 증가하였다.
또 최근 8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재량활동이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전환되고
논술교육도 강화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평소 꾸준히 독서를 하여 창의력을 개
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교도서관 활
성화가 더 강조될 것이다.
마침 학교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복합화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
였고, 동시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 8만 명 당 1개관일 정도로 열악
한 여건에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도서관을 쉽게 건립하는 대체효과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공공도서관 운영방안으로 기존 학교시설과는 별도로 복
합화사업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최근 신도시 등 택지개
발 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신축을 활용하여 설계단계부터 1층이나 별동으
로 도서관 및 학습지원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또 제시된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립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
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다음 우리나라보다 학교-공공도서관의 기
서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제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10월 기
준으로 2,100개 학교에서 1,985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으며, 소장자료는 18,328,970권이며
연간 대출권수는 19,595,787책이 된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학교, 학생 수가 많
고 지역도 광범위하여 분산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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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역사가 오래된 일본과 기타 나라들의 운영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우리나라
학교-공공도서관 운영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복합화사업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경제를 통한 건설비․운영비를 절감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의 극대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일부 지방도시에서 10여개 관에 머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건립되어 운영
되고 있는 일부 학교-공공도서관들도 예산 및 인력부족, 지역주민들의 인식부
족 등 해결될 과제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학교-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 특성상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이원화된 추진체계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
이 절대적이다. 복합화사업 초기단계에서는 공공도서관 시설이 부족하고 상대
적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과 일부 지방 대도시 지역의 자치단체들
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로 교육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서울과 일부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 복합화사업으로

학교-공공도서관을 확충하

기 위해서는 설치․운영에 관한 활성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향후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 당 공공도서
관 1개관으로 확충하는 정책에서 학교-공공도서관들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자치단
체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기능을 가지는 학교-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으
로서 기능을 가지게 된다. 학교-공공도서관은 인구 2만 규모 이하의 소생활권
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자료구성 및 인력이 제한적
이다. 따라서 학교-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하나로 구
성되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공공도서관에서 공공
도서관 기능을 자치단체가 관리한다면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공공도서관 기능을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관리한다면
그 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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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도서관 기능을 가지는 학교-공공도서관은 복합화사업으로 처음부
터 의도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서관보다는 규모나 시설이 상대
적으로 크고 자료와 인적 구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비록 공공도서관
기능의 시설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관리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학교도서관
은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그 지역 학교도서관의 중심 역
할을 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학교-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기능이 통합·운영
되어 도서관 규모의 이점을 활용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다. 이는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학교만의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 성인들의 고용 촉진에 봉사하야 한다는 OECD의 미래 교육과 학교
도서관 정책 가이드라인에도 부합되어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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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디지털도서관의 콘텐츠

및 이용서비스 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주요업무 소개)

기 조 연 설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사업과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대응
佐藤 毅彦(사토 다케히코)*1)

1. 글머리에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이자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도서관으로 1948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지적활동에 대한 기록을 수집ㆍ보존하고 국정심의에 기여하면
서 동시에 널리 국민의 이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우리
도서관의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 및 서비
스에는 때때로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가 급격하게 또 대량으로 보급되고 정보통신기술도 눈
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서는 우리들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비전
(나가오 마코토(長尾真)관장의 이름을 따서 “나가오(長尾) 비전”이라고 부릅니
다.)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관에서는 이 비전에 입각하여 다양한 활동을
*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전자도서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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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나가오(長尾) 비전
우리들은 이 비전의 첫머리에 “지식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표어를 내
걸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지식은 보다 나은 문화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마음
을 풍요롭게 만들어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때문
에 넓고 풍요로운 지식ㆍ정보가 사회에서 공유되고 미래에 계승되도록 보장되
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의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점
점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한 도서관만으로는 대
응할 수 없을 정도의 한층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본 전국, 나아가 세계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그런
흐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를 선도하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
이념을 “지식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표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가오(長尾) 비전’에는 우리관이 주력하고 있는 일곱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항목을 주요 토픽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회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입법 보좌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 일본의 지적 활동의 소산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보
존하겠습니다.
- 2009년 7월, 정부, 지자체 등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를 우
리관이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국립국회도서관법 개정
- 2009년 3월, 자료보존을 위한 매체변환 방법을 마이크로화에서 디지털화
로 변경
3)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 또는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 5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길잡이”를 제시하기 위
한 서비스로 “리서치․내비” 제공을 시작
- 2009년 7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포털(PORTA)”을 리뉴얼
하여 검색기능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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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방문 이용자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관 소장 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하기 위한
경비가 계상
5) 다양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 2008년 개관 60주년을 계기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08년, 데이터 프로바이더로 PORTA의 API를 공개
- 2009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관의 서비스에 대해 재고하기 위한
검토 시작
6)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국내의 각종 도서관과 보다 밀접한 연계ㆍ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9년, 공공도서관과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관한 연계를 추진하는
활동 착수
7) 해외 도서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정보의 공유ㆍ교환에 힘쓰겠습니다.
- 2008년 4월, 국제 인터넷 보존 컨소시엄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 가입
- 2008년 10월, 한국, 일본, 중국 국립도서관 디지털 사업에 관한 연계 협
의 실시
이상으로 “나가오(長尾) 비전”이 제시한 실시항목을 우리관의 전자도서관 사
업과 관련지어 소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ㆍ정보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전자
도서관입니다. 아래에서는 우리관의 전자도서관 사업의 기반정비 및 서비스라
는 관점에서 주요 활동에 대해 내용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기반정비
3.1 인터넷 자료의 제도적인 수집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기반정비라는 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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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인터넷 자료의 수집
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무성이 2001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인터넷 상에
서의 정보 유통량은 약 35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정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이 2.3%에서 43.4%로 확대된 한편, 인쇄ㆍ출판은
79.4%에서 40.3%로 감소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신속성이 뛰어난 반면
정보의 갱신이나 삭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정보 가운데에는 학술적으로도 또 국가의 정보로서도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국회도서관에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확실하게 수집 및 보존하여
장래에 걸쳐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국립국회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정부․지방공공단체의 기관과 독립
행정법인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 국정심의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관이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웹사이트의 제공자에
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10년 4월부터는 공적인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에 대
해서는 허락없이 우리관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관에서는 이러한 제도면의 정비와 함께, 시스템 환경도 정비하고 있습니
다. 작년에 우리는 웹사이트 단위의 인터넷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웹아
카이빙 시스템을 보수하여 웹 정보를 국제규격 포맷으로 보존할 수 있는 사양
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단위의 인터넷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웹아카
이빙 시스템으로도 수집할 수 없는 자료를 포함한, 저작물 단위의 인터넷 자료
콜렉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번 법 개정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적기관의 인터넷 자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정보는 당분간 수집되지 않습니다. 우리관에서는 다음
제도수집의 대상을 인터넷 등에서 이용 가능한 민간 “출판물”이라고 생각하여
그 실현을 위해 얼마 전에 우리관의 납본제도를 검토하는 전문가 조직인 납본
제도심의회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귀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ㆍ보존 및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업무교류에서
는 일본보다 앞선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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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의 디지털화
다음으로, 자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도서관 서고 안에 묻혀 있던 방대한 장서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시설의 틀을 넘어 지식․정보의 유통이 가능해져
이용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와 같이 자료의 디지털화는 지식․정
보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지식․정보의 창조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기
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귀중서나 근대에 일본에서 간행된 도서를 중
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디지털화를 끝내고 인터넷에서 제
공하고 있는 자료는 약 10만 타이틀(약 15만책)에 불과합니다.
자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도 추경예산으로 우리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경비로 127억엔이 계상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 저작권자 등 관계자와의 협의도 역시 필요한데 자료의 디지털화가 대
대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에 있을 주제발표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디지털화에 있어서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 충
분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관은 지역의 자
료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등을 지원하는 외에 도서관, 문서관, 박
물관, 미술관 등의 타 기관에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상호 연계를 촉진
하여 국가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4. 서비스의 향상
4.1 정보 탐색 도구(tool)의 강화
전자도서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정보 탐색툴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쓰기 편한 것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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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입니다. 인터넷의 검색 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의 시점에서 정보 검색툴
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
라 여기에 얼마나 부가가치를 더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사
회에서 도서관이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높이기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리서치ㆍ내비” 서비스 개시
우리관은 올해 5월에 우리관이 가진 레퍼런스 사례와 패스파인더와 같은 지
식정보를 축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하
기 위한 서비스로 “리서치․내비”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회답형 서비스는 도서관에서의 문의를 인터넷상에서 접수한 후, 문의에
대해 우리관의 레퍼런스 담당직원이 작성한 회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축적
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보안내형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규모 검색 사이트나 PORTA 등 네트
워크 상의 다양한 검색창구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자가 찾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 정보원에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해 “조사 방법”에 관한 정보와 신뢰성이
높은 정보원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보 검색을 가능한 한 지원합니다.

(2) “PORTA”의 검색기능 개선
PORTA는 일본 국내의 각 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
해서 그 정보에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실현을 지향하며 2007년
10월에 공개된 것입니다. 올해 7월에 리뉴얼 공개되었습니다. 리뉴얼 공개에 있어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①디지털정보 본문의 “입수(入手) 용이성”을 평가하여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 ②검색결과를 파셋방식으로 간단하게 추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연상검색 기능을 공개 당초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검색기능은 그 유용성을 확인한 후에 향후 우리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
비스에도 탑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4.2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도서관 서비스의 모습
인터넷의 검색기능은 이용자에게 그 나름대로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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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정보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정보검색 활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이 아무리 풍부한 지식ㆍ정보를 축적해 둔다 해도 이용자가 도서관에 눈
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물론 도서관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널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는 국회
도서관에게 인터넷은 이상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서
비스가 활발해진 현 상황에서도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먼저 ①인터넷 상에서도 도서관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②이용자가 기대했던 이상의 정보를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 필요합
니다.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면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관에서는 개관 60주년을 계기로 종래의 이용자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
고하여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이용자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즉, 인터넷 이용자를 우리의 이용자 개념에서 중심적 위
치에 두고 내관 서비스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자원의 배분을
전략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 안에서 도서관을 신
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지털 시대
에 걸맞는 방문이용자 서비스란 어떤 것인가, 하는 과제에 구체적인 회답을 제
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일 이후에 있을 주제 발표에서 현재 우리관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이 5월에 개관하는 등 매우 활발한 도서관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귀관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 업무교류를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5. 끝으로 :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 협력 구축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는 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미술관, 파일아카이브 등
현존하는 문화기관의 벽을 허물어 그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
자의 시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각 시설의 벽 속에 틀어 박혀 분단되어 있던
각종 지적․문화적 소산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융합되어 하나의 것으로 통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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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자도서관 구축도 종래의 울타리를 허물어 국가의 지적․문화적 소산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국회도서관 혼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이의 연계협력을 확대, 심화시키는 것은 물
론, 종래의 도서관 협력의 틀을 넘어 문서관,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 학술
연구기관, 서점이나 출판계, 음악산업, 각종 정보서비스산업 등과의 파트너쉽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벽을 뛰어 넘는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
보와 자료가 국내외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하면 입수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
해서 이를 이용,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 실현시키
고자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중 하나로,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사업에 있어서의 연계협력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연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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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1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에 관하여
川西 晶大(가와니시 아키히로)*1)

1. 개 요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
년도는 자료 디지털화를 위해 큰 금액의 예산이 인정되었고 대규모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서관이 자료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의 특성을 살려 전국 어디에 있는 국민이나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 또 하나는 원자료 대신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료를 더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관의 자료 디지털화는 오로지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실현을 목
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저작권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원자료의 보존이라는 목적도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대규모 디지털화는 자료군에 따라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원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설명의 개요입니다. 이하, 각각의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
명하겠습니다.

*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기획과 과장보좌

126 제12회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2. 자료 디지털화의 목적(1) 전자도서관 서비스
지금까지 우리관에서는 여러가지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별로 자료를 선택하여 디지털화하는 “전자 전시회”, 아동서를 디지털화하
는 “아동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본의 근대기(1868년~)에 간행된
도서를 망라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
지 1926년까지 간행된 도서 중 156,000권의 도서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습
니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열람, 인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일단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것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마이크로화 시에 흑백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디지털 화상
도는 흑백 또는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 화상이 아닙니다. 검색용
에 목차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전문의 텍스트 데이터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귀중서 화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
된 자료 중, 특색있는 957타이틀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
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컬러로 촬영한 필름에서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컬러로 볼 수 있
습니다. 타이틀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디지털화 사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것이나 저작
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에 한해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해 왔습니다.
저작권자의 사망년도나 연락처가 불명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청
장관의 재정(裁定)을 받아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조사, 관
계기관 문의, 인터넷 공개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관에서는 이들 조사를 하
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조사업무는 외부 업체에 위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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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디지털화의 목적(2) 원자료 보존
금년도의 디지털화부터 자료 디지털화의 목적에 “원자료의 보존”이 추가되었
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매체 변환 방법을 마이크로화에
서 디지털화로 전환했다는 점, 또 하나는 200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관에서는 지금까지 낡은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마이
크로필름 또는 마이크로피시로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이나 마이크로화에서 디지털화로의 이행이 일반화되고 있다
는 점, 디자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매체 변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종래
에 마이크로필름이 해 왔던 역할을 디지털 매체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저작권법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2009년 6월에 통과된
것으로, 개정된 조항 중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원자료 보존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자료 대신 제공하는 디지털 복사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2010년 1월입니다.
이 법개정은 문화청 하의 문화심의회가 2009년 2월에 정리한 보고를 받고 이
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검토를 했던 문화심의회의 실무그룹에서는 2008년 5월
경에 검토가 마무리되어 이것이 2009년 2월에 있은 보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검토 결과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이 납본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국립국회
도서관에 한해 원자료의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를 인정하기로 하는 한편, 디지
털화한 자료의 이용에 관해서는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관은 2008년 9월부터 “자료 디지털화 및 이용에 관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작권자 단체, 출판사 단체, 도서관 단체와의 협의를 시작
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이 협의회의 “제2차 합의”를 정리하여 디지털화와
상업출판과의 조정, 텍스트화한 자료의 관내 이용에 관한 조건을 정했습니다.
결정한 조건에 따라 보존을 위한 복제는 당분간 화상형식에 의하기로 하며
텍스트 데이터화는 허락없이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를 들어 디지
털화 자료를 관내에서 복사(출력)할 때는 종이 뒤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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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는 것과 일시 등을 함께 인쇄할 것 등이 정해졌습니다.
이 같은 협의를 거쳐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법개정의 전제가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관으로서는 이 내용에 따른 운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4. 금년도 추경예산에 의한 자료 디지털화
2009년 5월에 통과된 2009년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관의 자료 디지털화를 위해
약 127억 엔의 예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관의 자료 디지털화 예
산은 연간 약 1억 엔에서 2억 엔이었고, 우리관의 연간 예산은 총액으로 약
200억 엔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번 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추경예산이 얼
마나 큰 규모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정한 디지털화의 수량은 약 2억6천만페이지입니다. 대
상자료는 1968년까지 들어온 도서가 중심이며 그 외 잡지 등도 예정되어 있습
니다. 1968년이란 것은 우리관의 분류법이 바뀐 해이고 서고 내의 배치도 이
해를 경계로 구획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기준 시점으로 삼은 것입
니다.
이 중 1945년 이전의 도서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목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 조사를 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것과 저작권자
의 허락을 얻은 것은 인터넷에서 공개합니다. 그 이외의 자료는 오로지 원자료
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당분간 관내에 한해서 제공합니다.
디지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이크로필름
에서의 디지털화입니다.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필름을 작성한 자료는 원칙적으
로 마이크로필름에서 디지털화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원자료에서
직접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필름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원자료에
서 직접 디지털화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스캐너는 오버헤드 방식의 스캐너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호를 위해 자동 페이지넘김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
니다. 마이크로필름에서의 디지털화는 그레이스케일로, 원자료에서의 디지털화
는 컬러로 합니다. 작성하는 화상 파일의 형식은 모두 JPEG 2000이며 해상도
는 자료에 대해 400dpi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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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관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관에서 한 디
지털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의 방법을 정리한 “자료 디지털화의 지침”
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자료 디지털화의 성과를 토대로 “자료 디
지털화의 지침”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성과에 따라 전국 도서관 등에서의
자료 디지털화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이 중 일부의 디지털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5월의 추경예산은 원래 총액이 약 14조 엔이라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
습니다. 이것은 리먼 쇼크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경제위기 대책”이라는 목적이 제창되었습니다. 우리관의 자료 디지털
화 예산도 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자민당 정권이 퇴진하고 현재의 민주당 정권이 탄생
하자 이 추경예산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 전체에서 약 3조
엔의 예산 집행이 정지될 전망입니다. 9월부터 10월에 걸쳐 재검토가 이루어져
국회에 속해 있는 우리관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관의 자료 디지
털화 예산도 그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향후의 과제
자료 디지털화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큰 문제로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된 “자료 디지털화 및
이용에 관한 관계자 협의회”는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겨진 큰
과제는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간 대출(ILL)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
는 점입니다. 우리도서관으로서는 도서관 등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의 정비에 관한 저작권자와 출판사
와의 조정도 향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
리관에서는 한국 저작권법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제공에 관한 규정에 관심을 갖
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꼭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문제로, 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
경예산에서는 거액의 예산이 인정되었습니다만, 힘든 재정 상황 속에서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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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도서관 시설의 유
지관리와 서고 증설, 도서관 자료의 정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자
료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진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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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디지털시대의 이용자 서비스
伊東 敦子(이토 아츠코)*1)

글머리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의 도서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고 있
습니다. 금년 5월,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중국국가
도서관에서는 2008년 9월에 디지털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
서관에서도 디지털 정보사회, 인터넷 정보사회에서의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서비스 이
미지의 설정과 구체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가오(長尾) 비전과 이용자 서비스
기조보고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국립국회도서관은 작년 “60주년을 맞
이한 시점에서의 비전”을 책정하고 그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관
장님의 이름을 따서 나가오(長尾)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일곱 가지 항목 중, 이용자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 네 항목
입니다.
• 일본의 지적 활동의 소산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보
*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제공부 도서과 과장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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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 또는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방문 이용자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다양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제 발표에서 주로 다룰 것은 위의 네 항목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한 활
동입니다만, 여기서 그 전제가 되는 첫 번째 항목, 즉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서관은, 종이매체의 출판물 및 패키지
계 전자출판물을 납본제도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 네트워크계
전자정보자원을 인터넷정보 선택적 축적사업(WARP)에 의해 수집해 왔는데
올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의 인터넷 자료를 제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국립
국회도서관법이 개정되어 내년도부터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가 인터넷 등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도서, 정기간행물에 상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 방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종이매체, 패키지계, 네트워크계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미래에 걸쳐
보장하기 위해 매체변환, 포맷변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도서관의 검색 서비스와 조사 노하우를 융합시킨 “신뢰도 높은 정보를 깊
이 있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방문이용 서비스, 원격
서비스(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 자료 디지털화 활동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자료를 마이크로화하여 이용은 마이크로피시
를 사용하고 원본은 보존한다는 방침으로 자료 보존에 힘써 왔습니다. 소장 자
료의 인터넷 제공에 있어서도 마이크로에서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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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마이크로화가 아니라 직접 디지털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에 따라 대규모의 자료 디지털화
예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얼마 전의 정권교체로 인해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확정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예정으로는 도서에 대
해서는 1968년까지 들어온 국내 간행도서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45년까지 간행된 일본어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권 처리를 한 것부터 인터넷에
서 관외로도 제공되며 1946년부터 1968년까지 간행된 일본어 도서는 보존을 위
한 디지털화를 해서 관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종이가 닳아 복사할 수 없었던 2차대전 전후의 자료 복사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1968년까지 간행된 도서가 디지털화되어 관내대
출의 필요가 없어진다면 현재의 도서 대출량(1일 약 3,300권)의 약 12%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도 대출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지고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권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의가 향상됩니다.

3. 서고 계획과 매체 변환
디지털화의 진전은 서고 계획의 관점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8월, 도쿄 본관에서 관서관으로 약 39만권의 자료를 이송하였습니다. 국
립국회도서관에서는 매년 100만점 이상의 자료, 도서만 해도 20만권 이상이 계
속 증가하고 있어 매년 서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자료이송은 매체 변환을 한 자료를 관서관으로 이송함으로써 도쿄 본관의
서고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쿄 본관의 내관 이용자에게 해당 자료를 종전
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1998년,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관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자료의 분배배치 체
제를 정했습니다. 이는 5년마다 도쿄 본관과 관서관의 서고 수장 비율을 점검
하여 도쿄 본관 소장의 오래된 자료를 10년 주기로 관서관으로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5년에 도쿄 본관과 관서관의 서고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바
탕으로 2007년에 새로운 서고계획을 책정, 금년도에 자료를 이송하게 된 것입
니다.
관서관으로 이송한 자료 중 약 28만권은 1868년부터 1944년에 들어온 자료

134 제12회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로, 모두 매체 변환이 종료된 것입니다.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에 간행
된 도서부터 시작한 우리관의 마이크로화 계획은 그 후 다이쇼 (大正)․쇼와
(昭和) 전기(1912~1944)로 진행되었습니다. 1868년부터 1944년까지의 일본어
도서 중 약 80%의 마이크로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는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저작권 처리를 한 후에 디지털화하여 인
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
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정보제공의 현황
4.1 인터넷을 통한 원격이용 서비스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
겠습니다.

<근대 디지털라이브러리>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1868년부터 1944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도서에 대
해 저작권 처리를 한 후에 디지털화하여 본문의 화상과 텍스트화한 목차 정보
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제발
표 ①에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2008년부터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
브 포털(PORTA)을 통해 잡지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부에 메타데이터
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열람할 수 있는 것은 1868년부터 1926년까지
의 국내 간행도서로, 총수는 15만권을 넘었습니다. 금년의 대규모 디지털화로
한층 많은 도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포털(PORTA)>
PORTA는 국내의 여러 디지털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일원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PORTA에서 검색한 후에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47개의 디지털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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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 목록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리서치ㆍ내비>
금년 5월에 새로 시작한 웹 서비스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지식ㆍ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에는 연간 60만건 이상의 참고상담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 회답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조사방법 안내”로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분야
별 문헌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왔습니다. 리서치․내비는 이러한 우리
관의 “지식”과 데이터베이스를 키워드나 테마에서 다각적, 계층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생각나는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안내 메뉴를 계층적으
로 거쳐 조사방법이나 관련문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자료검색ㆍ신청 시스템 (NDL-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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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L-OPAC는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 소장시설, 이용가능한 카운
터나 자료실, 자료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검색, 참조함과 동시에
대출(ILL),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링
크 리졸버를 사용한 외부 DB와의 연계를 개시하였습니다. NDL-OPAC의 검색
결과에서 링크 버튼 “읽기! 찾기!”를 클릭하면 “Database Linker”로 자료의 본
문이나 초록을 볼 수 있는 DB로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링크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관이 계약한 전자저널 DB (ScienceDirect, ProQuest 등), 오픈 액세스
저널, 기관 리포지토리, 2차정보 DB (GeNii 등) 등 입니다. 계약 DB는 관내의
전자정보 제공 서비스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밖에서 접속할
경우, 우리관이 계약한 유료 DB는 기본적으로 참조할 수 없지만 대학 도서관
등 유저가 접속하는 곳의 계약상황에 따라서는 참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리고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 등의 1차정보나 2차정보
DB에 대해서는 어디서 접근하더라도 참조 가능합니다. 이 링크로 국립국회도
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소장한 정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방문 이용서비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리서치․내비 등의 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에 도달했
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그 자료의 1차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전자저널의 열람에는 계약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 서비스의 확충도 중요합니다.

<관내 전자정보서비스>
도쿄 본관의 각 전문실 및 관서관에서는 CD/DVD-ROM 등의 패키지계 콘텐
츠, 전자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네트워크계 콘텐츠 및 인터넷 정보를
보안이나 계약조건을 고려하면서 제공(열람 또는 출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가능한 패키지계 콘텐츠는 약 400 타이틀, 네트워크계 콘텐츠는 유
상계약인 것과 무상계약인 것을 합해 누적 데이터베이스 45건, 전문 전자저널
약 29,000 타이틀 있습니다. 판례, 법령 및 선거에 관한 DB도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검색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사에 내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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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KISS (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조사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외의 기기 사용
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두었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5. 새로운 서비스를 지향하며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NDL-OPAC, 종합목록, 전자저널, 전자화된 자료, 수집
된 인터넷자료 등의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관에서는 2012년 1월에 새로운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 정보탐색서비스, 즉 위와 같은 우리관 정보의 종합적 제공과 함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탐색과 그것에 대한 내비게이트를 쉽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인터넷 유저를 도서관 이용자 개념의 중심에 놓고 인터넷
을 "이용자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장"으로 보고, 인터넷상에 국립국회도서관 서
비스의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이용이나 도서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한
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측에서도 대규모 검색엔진에서 상위에 표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튜닝(SEO)하는 것 등을 연구하여
우리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관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는
- 그런 “이용자”가 대규모 검색엔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쾌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도서관 업무는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우리 국립국회도서관이 업무교류를 통해 아이디어 교환과 정
보 공유를 계속해 각자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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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3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개요
아미노 요시미*1)

작년(2008년) 10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내관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리고 내년 2010년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개관으로부터 지금까지, 국제
어린이도서관은 많은 분들에게 의지하면서, “어린이의 책은 세계를 이어, 미래
를 개척한다”라는 이념 하에 아이들의 독서환경·정보제공환경 정비를 위한 활
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1. 국제어린이도서관이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서 설립된, 일본 최초
의 국립아동서 전문 도서관입니다. 2000년 1월에 설치, 동년 5월에 제1기 개관,
2002년 5월에 전면 개관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에서는 “대개 18세 이하의
사람이 주된 이용자로서 상정된 도서 및 그 외의 도서관 자료에 관한 도서관
봉사를 국제적인 제휴 하에서 실시하는 지부도서관으로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둔다”(제22조 제 1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다음의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원 수는 비상
근을 포함하지 않고, 관장 1명, 주임사서 2명, 기획협력과 11명, 자료정보과 14
명, 아동서비스과 9명, 총 37명입니다.

*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자료정보과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139

2. 관내 서비스
첫째, 내관하는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입니다. 아동서의 내셔널 센터
로써 도서관원, 교원, 연구자, 부모 등, 아이와 책을 이어주는 입장에 있는 어른
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본제도에 근거하는 국내 간행
아동서의 수집과 해외의 뛰어난 아동서의 수집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가장 중
요한 역할로 모든 서비스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 9월 현재의 소
장 자료 수를 들었습니다. 개관 당초 5만권이었던 자료도 현재는 35만권을 넘
어 수집한 외국 자료는 100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18세 이
상은 어떤 분이라도 제1· 제2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방” 및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에 열람하게 하는 자료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구 보존이 필요한 납본자료는 제공이 어려우며, 사본을 구입해 제공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출판물은 1부만 납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어린이
도서관 소장 아동서는 중앙관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1906년에 제국 도서관으로써 지어진 건물을 재생하는 형
태로 보수한 것이며, 3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의 제1자료실에는 일본과 아시아
각 국에서 간행된 아동서의 일부, 일본어에 의한 아동서 연구를 위한 참고 자
료, 최신판의 학교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약 16,000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8,400분이 내관하셨습니다.
제2자료실은, 아시아제국 이외의 외국에서 간행된 아동서 및 참고 자료를 약
9,600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약 4,900분이 오셨습니다. 열람하게 하
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이며, 대부분의 자료는 서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용자
의 청구에 의해, 자료를 출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 방”과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방이며, 연령 제한은 있지 않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방에는, 오랫동안 읽혀진 그림책이나 읽을거리, 지식서 등을
직원이 모아 약 10,000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에는, 아이들이 세계에 흥미나 관심을 가져 국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약 120개국과 지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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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의 매력을 전하기 위한 기획으로서 여름방학
동안에만 독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의 아이들은 힌트를 바탕으로, 답
이 실려 있는 책을 찾아내 읽은 후, 퀴즈에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문제를 초,
중, 고급으로 나누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해,
2009년도는 약 1200명이 참가했습니다.
3층에는, 미디어 만남 코너가 있습니다. 홀의 한쪽에 PC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DVD가 100여장 및 전자전시 ｢그림책 갤러리｣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서 이야기모임, 즐기기 모임, 과학 놀이, 이 3
가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이나 실제이야기 등은 아동서비스과의 직원이 교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모임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모임｣과 ｢영유아들을 위한 동요와 그림
책 모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모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4세~초등학교 1학년
까지의 모임과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모임,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따라온 어른들은 입실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장난감, 스토리텔링, 그림책 읽어주기 등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모임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동요와 그림책 모임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
시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대략 30분 정도입니다. 대상자는 3세 이하의 아이와
보호자이며, 사전 신청제입니다.
또한, 학교의 장기 방학에 맞춰 인형극이나 패널 극장 등의 즐기기 모임이나
과학 놀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4회를 개최하였으며, 3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견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견학은 통상적으로, 유치원·"E보육원, 초등학교, 양호
학교, 국제학교 등으로부터 클래스 단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제이
며, 내용은 관내 견학 및 요망에 따라 이야기모임, 조사 학습의 원조, 인터뷰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3회 715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어린이 대상 도서관 견학 투어”를 2007년에 시행하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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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여름방학 기간 중 통상적으로 실시했
던 단체대상 견학은 쉬고, 개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투어 형식으로 한 것입니
다. 대상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며, 내용은 1시간 정도의 관내 견학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사전신청제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6회를 실
시해, 115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견학도, 단체 대상인 것은 예약제입니다. 내용은 각 단체
의 희망을 받아들여, 예를 들면,"도서관이야기와 건물이야기를 절반씩, 전부 1
시간 30분에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는 식의 코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수속이 간단하며, 당일 예약도 가능한 ｢투어｣(도서
관 코스, 건물 코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책의 매력을 전하며, 아이와 책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
해, 일본과 세계의 아동서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전시회를 3층의 책 박물관에
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회 “출발 진행! ｢탈것｣ 책 순회”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테마선택부터 조립까지 각 과에서 선출된 직원이 팀을
짜 착수하지만, 대단한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10주년 기념 전시
로써 “일본발 ☆ 어린이 책, 바다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붙여,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일본 아동서를 전시해, 일본 아동서의 국제적인 확대에 대해 통관할 예
정입니다.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일본의 아동서도 다수 전시됩니다.
아울러, 전시회마다, 관련 강연회, 갤러리 토크, 어린이대상 이벤트 등도 개최
하고 있습니다.

3. 원격서비스
1차 정보의 발신으로써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에는, 아동서
디지털 도서관과 그림책 갤러리가 있습니다. 아동서 디지털 도서관은 국립국회
도서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소장하는 1955년 이전에 간행한 아동서의 일
부에 대해 전문(全文) 화상을 게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현재, 1,687개
제목의 화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 갤러리는, 18세기부터 1930년대에 이
르는 기간의 일본과 구미의 그림책 명작을 소개하고 있는 디지털 박물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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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8개의 컨텐츠가 있으며, 올해 5월에 공개한 것은, 세계2차대전 이전을
대표하는 그림 잡지 ｢어린이 나라｣의 컨텐츠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컨텐츠를 늘려 갈 예정입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컬렉션 소개나 어린이와 책의 국내외 정보라
고 하는 것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있는 컬렉
션, 국내외의 아동서에 관한 뉴스 정보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이나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DL-OPAC, 아시아 언
어 OPAC, 아동서 종합 목록 등을 이용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동서 종합 목록 (http://www.kodomo.go.jp/resource/search/ toc.html)
은 국제어린이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외, 일본 내에서 아동서를 소장하는 주요
연계기관인 오사카 부립 국제 아동문학관, 카나가와 근대문학관, 산코(三康)문
화 연구소 부속 산코(三康) 도서관, 도쿄도립타마(多摩)도서관, 일본 근대 문학
관, 바이카(梅花)여자대학도서관, 시라유리(白百合) 여자대학도서관 총 7개 기
관이 소장하는 아동서·아동서 관련 자료의 소장 정보를 일원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목록이며, 아동서의 전문서로서 수상 정보와 개요(해제 정보) 등도 아울
러 제공합니다. 이 아동서 종합 목록에 격납되고 있는 개요가 스토리 레퍼런스
의 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보 발신에도 힘쓰고 있으며, 직원이 조사에 유용하다고 판단한 도서
관 자료, 웹 사이트,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계 기관 정보를, 특정 테마, 자료군
별로 소개하는 ｢리서치·네비｣라 칭하는 웹 사이트가 올 5월에 공개된 것을 계
기로, ｢아동서｣라는 테마 하에 여러 가지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
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전국의 도서관 등으로부터 전해지는 레퍼
런스 사례 등을 싣는 데이터베이스에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받은 아동서와 관
련되는 레퍼런스 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세트 대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 지역에 관한 자료와 그 나라의
그림책이나 이야기, 원어 그림책 등을 50권 전후를 한 세트로 하여 학교도서관에
1개월 동안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259곳의 학교에 합계
12,203권을 대출했습니다. 현재, “세계를 아는 세트”, “동아시아 세트”. “동남아시
아·남아시아 세트”, “유럽 세트”, “북유럽 세트”, “캐나다·미국 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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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관계 기관과의 제휴·협력
4.1 국제어린이도서관 연락 회의
당 도서관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전년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당해
년도의 계획 및 장래 계획에 대해서 국제어린이도서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17
곳의 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 위해, 1년에 1회 국제어린이도서관
연락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2 아동 서비스 연락회
아동 서비스 관련의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립(都道府県立 :
일본 행정구역 단위) 도서관으로부터 지역적인 편향이 없도록 고려하여, 9개
곳의 도서관에 참가를 의뢰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의 목적은, 1) 도도부현
립 도서관에 있어서의 아동 서비스의 활동현상 및 과제를 파악해 정보의 공유
를 도모하는 것 2) 도도부현립 도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제휴·협력을 강화
하는 것 3) 연락회에서의 토의 내용 등을 공표함으로써, 전국의 도도부현립 도
서관의 아동 서비스와 관련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 4)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있
어서의 어린이 독서추진지원계획책정에 이바지하는 것, 이상 네 가지입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교류를 깊게 하여 어린이들의 국제 이
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동시기에 상대국의 아동서의 소전시를 행한다｣라는 취지 하에, 올 10월부터 내
년 1월에 걸쳐 제1회째인 한일 소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수에, 아동문학 연속 강좌가 있습니다. 전국의 각종 도서관 등에서 아동 서비
스에 종사하는 도서관원의 자질 향상, 폭넓은 지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제어린이도서관이 폭넓게 수집해 온 국내외의 아동서 및 관
련서를 활용한 강좌로, 올해에는 11월 9일, 10일 2일간 개최합니다. 이 강좌는,
읽어주기, 북 토크라는 실천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와 책을 이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론적인 면에서의 학습 지원을 뜻합니다. 2004년 이래 매회, 매력적인 강
사의 열정적인 강의에 대단히 호의적인 고견이 많아, 주최자 측으로서는 기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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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입니다. 강의 내용은 매년, 테마를 정해 그 테마에 조예가 깊은 연구원에
의한 강의 형식, 국제어린이도서관원에 의한 테마에 관련된 자료 소개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도서관 등에서 아동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 기관 1명, 정원은 60명이며 연속해서 모든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한
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받으신 분께는 마지막 날에 수료증을 드
리고 있습니다. 또한, 얻은 지식을 이 곳에서 끝내지 않고, 넓게 공유하기 위해
서 강의록도 간행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것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
다.
이 밖에, 2003년도부터 협력 업무의 일환으로써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업무 및
아동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탁 연수생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여러 기관의 의뢰에 근거하여 연수생을 결정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수탁 연수를 더욱 넓게 알리기 위해 국제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실시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연계기관과 제휴·협력을 실시하면서, 일본에서 유일한 국
립 아동서 전문 도서관으로써 어떠한 서비스를 전개해 갈 지는 향후의 계속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했습니다만 국제어린이도서관의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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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디지털시대, 변화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문 시 영*1)

1. 머릿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서비스의 선진
화, 도서관 정보ㆍ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지식경쟁
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을 수립하였다. 이것

은 한국의 종합적인 도서관 진흥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인 도서관정보정
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의 후속조치로 나온 국립중앙도서관
의 5개년 발전계획으로, 2005년에 공표한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에서는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1)
지식허브로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3)
고품격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 4) 글로벌도서관 교류협력 강화, 5) 국가대표 어
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문화ㆍ효율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기조발표에서는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1)과 3)의 추진과제 중 디지털도서관 사업과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자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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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허브로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2.1 디지털도서관 개관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출판물의 등장 등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
불어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해진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
구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부적
으로는 디지털정보자원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
정리ㆍ보존하고 나아가 디지털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
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
지 3년간 총 1,237억원의 비용을 들여 연면적 38,014㎡, 지상3층 지하 5층의 디
지털도서관을 2009년 5월 25일 개관하였다. 운영 조직은 디지털자료운영부 아
래 2과 1팀으로 구성하고, 인원은 총 61명으로 그 중 25명은 신규 증원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하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의 차가운 이미
지가 인간과 자연의 따뜻한 감성과 만나 하나가 되는 최적의 디지털 정보 공간
으로, 도서관 주변의 서리풀공원 녹지를 적극 활용, 풍성한 공원형 광장을 조성
하고 건물 벽면 및 지붕까지 녹지를 연장시켜 '도시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서
관'을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의 매체자료가 아닌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수집․정
리ㆍ보존 및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본관
과 별도로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
과,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DB는 물론 국내
외 주요기관이 생성한 디지털콘텐츠를 통합 검색하는 가상공간 “디브러리 포
털”로 구성되어 있다. 디브러리(dibrary)는 디지털(digital)과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서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명칭이다.
디브러리 포털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지식정보기관의 양질의 디
지털 정보를 연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현재 학
술정보 (1,043만 건), 전문정보(3,378만 건) 해외정보(7,192만 건) 등 총 11,613
만 건의 디지털 콘텐츠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디브러리 포털은
메인포털 아래 지역포털, 정책정보포털, 다문화포털, 장애인포털 등 4개의 하위
특성화 포털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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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법제화하여 금년도 9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웹자
원을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2 디지털도서관 발전 계획
(1)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전 국민 확산
디지털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억 2천만건의 디지털정보 중에서 저작권
이 보호되는 자료는 정해진 도서관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이런
자료를 모든 국민들이 주변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도서관과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생활공간에
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관법에 의한 전국
약 4천여 개의 작은도서관에 디지털 인프라를 연차적(3개년 계획)으로 구축하
여 접속권한을 부여한 후 디지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우선, 지역 공공도서관
과 작은도서관간의 네크워크를 연계하여 자료를 공유하게 하며, 지역 공공도서
관과 연계가 어려운 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 서버를 활
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주민 및 기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를 열람(전
송)하거나 출력시 과금되는 비용을 3년간 총 2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자료 중 유일본, 저작권 만료자료를 우선하여 2015년까지 대상자료의
20%를 원문DB로 구축하고,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휘발성이 강한 웹자료를 아
카이브로 구축하며, 디브러리 포털의 디지털콘텐츠 연계를 매년 200만건씩 확
충해 나갈 계획이다.

(2) 국제협력 파트너쉽 구축
2009년 7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디지털문화유산의 자유로운 접근 제공을 위해, 세계 각국
의 대표도서관들이 보유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환경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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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G (National Libraries Global)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도서관은 유럽․미국 중심의 거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대
응하기 위한 한․일․중 연합 아시아 디지털도서관(가칭 The Asian Eyes) 구
축을 공동 추진할 것을 희망하며, 우선 2010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
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고품격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
3.1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의 다원화
(1) 이용연령 하향 조정 및 야간도서관 운영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방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야간도서관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 지향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연령은 2004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다시 2008년 9월부터 16세 이상으로 재조정하였는데, 이는 디지털도서관 개관
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의 지적 정보 요구 증대 및 전문자료 이용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야간도서관은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도서관 이
용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1층 정
보봉사실에서 야간에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주간 이용자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예약 신청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6년 9월부터
평일에만 운영해 오던 것을 2008년 5월부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로 확대 운
영하고 있다.

(2) 상호대차 및 참고서비스 확대 운영
한편,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인 “책바다”와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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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바다” (http://nl.go.kr/nill/)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는 전국
도서관간의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로, 2006년 2월 대통령께 보고된 도서관 발전
방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실천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립중앙
도서관은 소장자료가 국가문헌으로서 영구보존 대상자료임을 감안하여 상호대
차에 참여한 다른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에 한해 신청 도서관내에서 이
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책바다” 는 2007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08년
초 상호대차협의회 구성 및 상호대차 규약을 마련하여 4월부터 전국 295개 공
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5월부터는 국립중앙도서
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간 상호대차 연계를 통해 98개 대학도서관으로 확대하
여, 2009년 10월 현재 공공도서관 381개관을 포함 총 479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http://www.nl.go.kr/ask)는 웹상에서 국민들의 지
식ㆍ학술정보 질의에 대해 신속ㆍ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
여 다수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질
의응답 서비스, 참고정보원, 독서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참고정보원은
정보길잡이(pathfinder), 온라인정보원, 온라인사전, 검색엔진과 같은 레퍼런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09년부터 본격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3개 공공도서관이 참가하고 있다.

3.2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조기 정착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10월 공포된 도서관법에 근거, 장애인들의 지식정
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007년 5월
22일 신설하였다. 지원센터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시책수립 및
총괄,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준 및 지침제정,
장애인용 대체자료인 점자,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의 제작 및 보급,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들의 교육 및 연수 등 국내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9년 4월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 위치한 이 자료
실은 총면적 324㎡에, 대면낭독실, 영상실, 정보검색대, 세미나실, 열람석 등으
로 이루어진 총 좌석수 38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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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보누리터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직원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각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대면낭독, 영상물 화면해설, 보행
안내, 정보검색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별맞춤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향후 장애인자료실의 모델로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자 교육, 장애인자료실 설치ㆍ운영 자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공학
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정보누리터가 전국적으로 확대ㆍ설치함으
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2008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을 제정․배포
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장애인포털”을 2009년 5월 26일 개통하였다. 장애인포
털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 전국 공공도서관, 복지관에 흩
어져 있는 10만여건의 지식정보의 통합검색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과 뉴
스정보, 건강․재활정보, 도움․지원정보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이다.
현재, 일반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인들의 정보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하여
대체자료 제작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자료 제작자 혹은 저자로부터 디지털파일을 납본 받아 연간 약 2천종의
디지털음성도서인 DAISY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4. 맺음말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독서나 인쇄매체보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매체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역설적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쇄매체
와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서관 또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전통적
인 기능과 장소로서의 공간보다 온라인상의 새로운 기능과 가상의 공간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서는 가상의 공간 못지않게 물리적인 공간의 중요성 또한 중요시되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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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과 새로운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해 왔다. 전통적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용자 연령을 하
향 조정하고 야간도서관을 주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상의 참고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시도하
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
털시대의 새로운 이용자들을 위하여 가상의 공간인 디브러리 포털과 물리적인
공간인 정보광장(인포메이션 커먼스)을 결합시킨 한국적 디지털도서관을 오픈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야 할 초기단계의 새로운 모델의 디지털도서관이다. 세계표준 지향의 디지털도
서관 완성, 디지털자료의 보존서비스용 저장 장비 및 백업장비 확충, 디지털자
료 수집이용에 따른 저작권,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디지털도서관과의 협력
등 아날로그 도서관에서 보다 더 많은 과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국제
적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년간 이어온 한ㆍ일 국립
도서관간 업무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더욱 블록화 되어 가는 국제 디지털도서관
환경에 대응하여, 가칭 아시아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한ㆍ일 업무교류가 지금까지의 한ㆍ일
교류와 같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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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1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포털 운영
이 신 호*1)

1. 서 론
디지털도서관은 정보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디지털정보가 증가하고 정보
기기의 발달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립이 확정되었다. 2002년
건립기본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방향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 12월 착공, 약 3년간의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2009년 5월 25일(월) 개
관하였다. 개관기념으로 5월 25일(월)과 26일(화)에는 개관식과 함께 국제심포
지엄 등이 진행되었다.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첫째, 디
지털정보자원을 수집·정리·보존하는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여 이용자들에게 디
지털콘텐츠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둘째,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도서관의 콘텐츠를 통합 검색하는 디브러리 포털 구축 사업이다.
여기에서는 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확충과 콘텐츠를 통합
검색하는 디브러리 포털 운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료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
작·처리되어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디지털자료’ ‘온라
인자료’를 사용하고, 또한 ‘온라인디지털자료’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에 있어 공개된 자료나 판매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
관자료심의위원회1)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총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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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콘텐츠 확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현 세대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
여 미래 세대에 전승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오프라인상의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엄청나게 출현하고 사라지는 온라인상의 자료에 눈
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
의 국가도서관들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미국의 미네르바(MINERVA), 영국의 세다스(CEDARS),
호주의 판도라(PANDORA)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서도 2004년부터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웹사이트, 웹문서 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간에
서도 2003년말부터 ‘문화연대’ 등 6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복원을 목표
로 한 ‘정보트러스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자료의 수집 범주를 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복잡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보존적 가치가 높은 온라인 출판물이
수집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수집대상 자료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자료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확보하는 방안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1 소장자료 DB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원문, 목차,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DB를 구
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총 785억원(원문DB, 419억원 추정)을 투
입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료 중에서 저작권이 만료된 고서, 유일본, 산화자료
등을 우선으로 원문DB로 구축하고 있고, 전체 장서 대비 원문 DB 구축 실적은
현재 14% 수준으로 디지타이징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향후 민간 디지털 프로젝트 및 외국 국가도서관 디지털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제추이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도서
1)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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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장자료 DB구축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DB 구축 우선 순위
1. 도서관 소장 유일본(복본 없는 원본, 산화자료 우선구축)
2.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단행본
3.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 재판된 경우 최신판 기준을 원칙으로 결정
5. 공공성이 있는 자료로서 다수의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
6. 효용성이 높거나 가치 있는 자료
7. 우리도서관 고유의 특화자료 및 이슈자료
8. 전주제 분야의 단행본(발행 후 5년 경과된 국내 단행본)
□ DB 제외 대상자료
1.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적은 수험서
2. 소설류(장편소설)등 e-book 출판가능성이 있는 자료
3. 이미지 디지털화가 적합하지 않은 참고서적(사전류)
- 백과사전, 인명록, 용어사전, 어학사전, 성경책, 희곡, 시나리오
4. 타 기관과 중복구축의 가능성이 많은 정부간행물
도서관 소장자료 DB구축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1.1 국가자료원문정보 DB구축2)
국가자료원문정보 DB구축사업으로 우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적, 정
보적 가치가 있는 주요자료를 대상으로 원문정보DB를 구축하여 정보검색과 접
근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제공,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및 국가전자도서관 홈페
이지3)(www.dlibrary.go.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중 저작권이 있는 원
2) 2008 국립중앙도서관연보, p.80.
3) 국가전자도서관 통합검색 서비스는 국가전자도서관 참여 연계기관에 대상을 한정하
여 서비스하는 검색 메뉴로서 대상 기관을 동시에 검색하며 해당기관의 간략 결과
포맷을 그대로 적용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참여연계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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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료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4)와 협약을 맺은 도서관(공공도서관 등 544개관,
’09. 9월 현재)의 지정된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원문DB 구축 비율
구분

DB 구축대상(종)

구축자료(종/책)

구축률

단행본(~1997)

671,394

154,393/155,785

23%

아동도서

124,716

4,786/ 10,518

4%

일본어자료

97,183

78,850/ 87,521

81%

한국관련외국어자료

7,852

7,124/ 12,731

91%

고서

57,420

29,116/ 97,102

51%

비 고
기타 자료들은 구축
률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음
* 일본어자료 및 한
국관련 외국어자료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소
장자료로 유일본임

2.1.2 국가자료종합목록 DB구축
국가자료종합목록 DB구축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및 행정부처자료실 소장자
료의 목록을 통합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려는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지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2.1.3 국가자료목차정보 DB구축
국가자료목차정보 DB구축사업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점을 목록에서 목차까
지 확대하고 정확한 문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목차 DB
를 구축했다.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학술정보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국가지식포털 등 이다.
4)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
작권을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가 적법, 신속, 간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본 협회가 2000년 7월 1일자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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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구축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구축은 2003년부터 소장 연속간행물 중 학술적 가
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를 구축하였으며, 민간상
용원문DB 및 기타 타 기관 구축 원문DB를 연계한 원문정보서비스 체제를 구
축하였다. 또한 타 기관이 구축한 기사 DB를 받아서 변환·보완함으로써 국가기
관 간 DB의 중복 구축을 지양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였다. 국립중앙도서
관 홈페이지(www.nl.go.kr)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1.5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보소외계층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생산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대학기본학습서를 텍스트 DB로 구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으로 서비스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이 소속된 대학교 주요 학과의 대학기본서를
비롯하여 서울대 추천 교양도서, 사회복지, 특수교육분야 최신 전문도서 등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구축한 DB는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http://sigak.nl.go.kr/dl)에서 회원가입 후 복지카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2.1.6 시각장애인자료 종합목록 DB구축
시각장애인자료 종합목록 DB구축사업은 전국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소
장목록을 제공받아 표준화된 기계가독형목록(MARC)으로 구축한 것으로써, 이
용자들이 한번의 검색으로 해당자료의 소장 도서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서
비스이다. 따라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자료 검색 후 가까운 도서관
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종합목록DB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도서관
간 자료의 중복제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구축된 목록데이터를 편목작업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목록의 표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다.
구축된 시각장애인 자료 종합목록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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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isnet)과 시각장애인 홈페이지(http://sigak.nl.go.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5)

2010년부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자료 종합목록 DB구축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 DB 구축 현황
DB명

~ 2008년

2009년 추진

누계

국가자료종합목록

19,447,064건

680,000건

20,127,064건

주요자료원문정보

379,585책

8,900책

388,485책

국가자료목차정보

1,337,088책

58,000책

1,395,088책

729,386건

63,000건

792,386건

4,007책

330책

4,337책

163,159건

10,000건

173,159건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시각장애인자료 종합목록

□ 디지털화 자료 이용 현황
DB명

2007년

2008년

주요자료원문정보

510,289책

583,525책

465,599책

1,559,413책

국가자료목차정보

108,608책

109,056책

51,768책

269,432책

618,897책

692,581책

519,376책

1,828,845책

총 계

2009년9월

누계

2.2 공개된 온라인 자료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온라인디지털자원 수집 전담팀 및 각 주제분야
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사업
인 오아시스(OASIS :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 수집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주로 웹사이트내 공개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웹문서와 모
든 주제분야의 웹사이트이다.
2008년 10월 1일에는 전세계의 웹아카이브 관련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
5) 2008 국립중앙도서관연보,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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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인터넷정보자원기구 (IIP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년 5월에 캐나다 오타
와에서 개최된 IIPC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오아시스 사업의 국제적 홍보 및 웹
아카이빙 관련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인터넷상의 가치있는 온라인자료 수집업무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는 수집대상 디지털자원의 선정 단계로 선정지침에 의해서 수집하고 있
으며, 각 주제분야별 전문가, 일반인이 추천한 온라인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한 디지털자원을 온라인디지털자원 수집 시스템을 이
용하여 웹자원을 수집하고 3단계에서는 수집한 디지털자원의 목록작업 단계로
제목, URL, 발행자, 요약문 등의 기본 DC항목의 입력과 주제 분류를 수행한다.
4단계는 담당사서에 의해 목록점검과 수정, 수집 웹자원의 보존 가치성 최종
판단, 보존대상 디지털자원의 저작권을 처리하고 5단계에서는 보존처리 및 서
비스단계로 수집된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보존처리 및 디지털식별자부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참고로 2004년부터 수집을 시작하여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OASIS를 통하
여 수집 보존되어 있는 온라인디지털자원의 수는 408,648건 가운데 저작권 허
락을 얻어 현재 일반인에게 서비스되는 자료는 총 53,291건(13%)이며, 보유하
고 있는 총 수집자원의 사이즈는 약 12.75 테라바이트 규모이다.
<온라인디지털자료(OASIS) 연도별 수집 실적>
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집량(건)

40,096

50,259

63,725

100,512

112,070

2009년도
(8월말현재)
41,986

합계
408,648

2.2.1 온라인디지털자료 수집관련 법적 근거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개발과 전자출판의 출현, 출판도구로써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디지털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
나 디지털자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발표에 따르면 1998년에 존재했던 인터넷 사이트 중 44%가 1
년 후에 사라졌으며 2002년 인터넷 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 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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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6) 따라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온라인 자료의 이용과 보존 가치가 증대되면서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
행하는 등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실시한 것으
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기존법령을 개정하여 납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핀란드, 미국 등은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법 및 도서관
법을 개정하여 201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등이 개정·공포 되어 9월
26일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법상에서 납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
료”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온라인자료
의 수집 조항 신설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에 대하여 심각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비
하였다.
도서관법 제20조의 2(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온라인
자료 수집)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
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는 책무가 주
어졌으며,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
으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온라인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
로 선출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온라인자료 수집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Web을 통하여 제공
되는 온라인디지털자료들에 대한 수집의 모호성, 현재 발행되는 도서와의 중복
문제 등 디지털 수집 대상자료의 종류, 형태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6) http://www.loc.gov/acq/devpol/webarch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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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관련 법령

□ 도서관법7)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8)제13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
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
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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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매용 온라인 자료 수집
도서관법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형태 및
종류, 수집절차 등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판매용 온라인자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자책(eBook),
전자잡지, 동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음악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자료의
2010년도 수집계획은 다음과 같다.

2.3.1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 중 전자책, 전자잡지등은 2010년 중점 수집대상이며, 2011년부터
수집계획에 의거 전자신문,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오디오북, 모바일북, 전자사
보, e-카다로그 등의 순으로 수집한다.
온라인으로만 발간된 전자출판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인쇄본이 존재하는
자료인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적절한 자료인지 평가하여 수집
한다.
학술적 가치, 저자의 평판, 이용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 등을 판단하
여 수집하되, 전자책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자료를, 전자잡지는 SCI9)나 학
술진흥재단10)에 등재된 잡지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2.3.2 동영상 자료
동영상 자료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 중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이용되
며,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단,
외부업체에 의해 제작되었을지라도 제작 초기단계부터 방송사가 참여하여 방송
용으로 제작한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한다. 또한 뮤직비디오, 공연물과 같이 콘텐
츠의 내용이 음원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음악과는 구분하여 영상으로 분류한다.
7) 현행 도서관법 발췌

8) 현행 도서관법시행령 발췌
9) SCI(Scientific Citation Index) : 과학적 인증을 받은 색인
10)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와 협력 등 학술활동을 지원·육성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며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학문 전반의 연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
립한 준정부기관. 2009년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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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 등의 순으로 수집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에 타매체(DVD, 비디오테이프 등)로 입수되지 않은 동영상자료 위주로 수집한다.
국내외 저명한 시상식에서 수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
며, 한국 고유문화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동영상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2.3.3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는 예술, 제품, 환경, 패션, 공예 등에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서체 등을 의미한다. 단,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일지
라도 동일 주제의 여러 이미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미지군은 전자
출판의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한다. 이미지(정지영상)자료는 디지털형태의 사진,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서체 등 순으로 수집한다.

2.3.4 음악자료
음악자료는 유·무선 기반 하에서 유통되는 디지털화된 음악을 의미한다. 음악
은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다운로드할 수 있는 Full Track과 모바일 기반 전화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분류하며, 배경음악(BGM : Background Music)은 Full
‐Track으로 분류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대
중 및 순수 음악자료인 경우에는 실연자 및 작곡가의 평판, 이용자의 정보요구
등을 판단하여 수집한다.

2.3.5 외국전자저널 라이센스 구독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원칙에 따라 기본서지, 출판정보, 색인 데이터베이
스, 사전·통계자료·규격·편람·법령집 등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인문·사회·기술과
학 분야의 주요 학술잡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전년도 구입자료로서 자료 제
공 부서의 추천 및 이용자 요구가 많은 데이터베이스 및 보존 가능한 아카이브
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입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타 기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11), 한국과학기술원12))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저렴한 가격
11) 1999년 4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
원센터(1997년 3월 설립)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1996년 12월
설립)를 통합하여 설립했다. 기구로는 초·중등교육정보화실, 학술연구정보화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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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한다.
자료의 구입 절차는 외국 전자정보의 설명회를 통해 외국 자료를 소개하고
소개된 자료를 관내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계
획에 의거하여 외국 전자 정보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게 된다. 1998년부
터 외국 전자 정보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9년 현재 전자 저널을
포함하여 총 34종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2.4 DB연계기관 협력을 통한 콘텐츠 제공
2009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함께 오픈한 ｢디브러리 포
털｣은 고품질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유통 허브이자, 디지털 콘텐츠를 취합, 검증
하고 유통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지식 포털이다.
디브러리 포털의 구축은 도서관이 온라인 디지털정보를 서비스의 중요한 영
역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모든 도서관이 정보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디브러리 포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의 디지털지식정보를 통합검
색 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공간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계속적인 DB연
계협력을 통해 학술정보, 전문정보, 해외정보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디브러
리 포털을 제공 건수를 확대할 것이다.
디브러리 포털 연계기관으로는 국내 566기관으로 지역 470기관, 다문화 17기
관, 정책정보 70기관, 장애인 9기관이며, 해외 오픈정보기관은 779기관이 있으
며, 약 1억 1,600만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제공하여, 1일 평균 이용자는
3,725명이며, 1일 평균 정보 활용건수는 537,769건입니다.(9월말 기준)

구축운영실, 조사연구부, 행정지원부가 있으며, 1996년 9월 개통한 교육정보종합서
비스시스템(에듀넷)과 1997년 5월 개통한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RISS)를 운영한다
12) 1971년 2월 설립된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을 전신으로 한다. 1981년 1월 5일
한국과학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통합하여 한국과학
기술원(KAIST)으로 바꿨다. 2008년부터 공식명칭을 영문명인 KAIST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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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브러리 포털(

) 운영

여기서는 디브러리 포털 운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료: 디브러리 포털 홈페이지(http://www.dibrary.net/mains/main/1.do)

3.1 디브러리 비전 및 사명
3.1.1 디브러리 비전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고품질 지식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열람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이
평생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정보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3.1.2 디브러리의 사명
◦ 전 세계의 지식정보자원을 통합하는 망라적 디지털 자원을 구축하며 이용
자가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Access)
◦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며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체제와
서비스를 제공한다.(Awareness)
◦ 정보 봉사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평생학습을
지원한다.(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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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알맞은 정보복지 환경을 실현한다.(Platform)

3.1.3 디브러리의 목표
<목표 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외 고품질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목표 2> 이용자의 정보 접근 및 사용의 편리성, 균등성 그리고 이용자의 자
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 체제를 구축한다.
<목표 3> 이용자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정보서비스 및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표 4> 장애인, 이주민, 노령계층, 외국인,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이나 정보취약지역에 속한 국민을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목표 5> 디브러리는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콘텐츠 서비스와의 협력 및 연
계를 통해 세계지식정보 유통 구현에 이바지하며, 국가 대표 디지
털도서관으로서의 독창성과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6> 디지털도서관 운영조직과 자원구축을 위한 경영관리 체제를 수립한다.

3.2 디브러리 포털서비스 구축
3.2.1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 모형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검색, 참여, 연계, 활용을 핵
심 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첫째, 디브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 및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 모형을 구현한다. 둘째, 개방, 공유, 참
여를 통한 정보의 생산, 공유,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참여
모형을 구현한다. 셋째,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콘텐츠 서비스와의 협력 및 연
계를 통해 세계적 지식정보 유통 플랫폼을 구현한다. 넷째, 정보공유 공간 및
디브러리 포털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및 정보봉사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활용 모형을 구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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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러리 포털은 메인 포털과 4개의 하위포털로서 지역포털, 정책정보포털,
다문화포털, 장애인포털의 특성화포털을 구성하고 있다.
◦ 디브러리 메인 포털은
- 디브러리 포털에 연계된 정보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점을 제공하며
- 하위포털에 속하지 않는 민간 및 공공 지식정보를 포괄하고, 하위포털을
포함하며
- 공통적인 포털 플랫폼을 통한 통합적인 디브러리 정보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 지역포털은
- 지역에 의한, 지역에 관한, 지역을 위한 우수한 콜렉션 발굴 및 확보와
- 지역에서 생산, 관리되는 지역지식정보의 통합적 검색을 통하여
- 지역지식정보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 지역지식정보의 메타포털
역할을 목표로 한다.
◦ 정책정보포털은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생산되는 전
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며,
- 정책정보 자원의 부처 간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통하여 정책정보의 활
용성을 극대화하며
- 일반 이용자에게는 정책정보의 체계적인 통합 검색을 통하여 원문까지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다문화포털은
- 자국인, 이주민, 새터민,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
양한 다문화인의 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이버 공간으로
- 다문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콜렉션의 지속적인 확보와
- 자국의 문화와 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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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포털은
- 대학 도서관, 특수 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지식정보를 수집
하여
-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검색 및 원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 온라인 및 장애인 전용단말기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식정
보의 지속적인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포털 서비스 구성도13)

3.2.2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 유형
◦ 검색 서비스
- 통합검색 환경 제공
디브러리는 국내외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유통 허브로서 전 세계 이용
자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를 쉽고,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
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검색서비스는 디브러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정보서비스이며, 디브러리에서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장서를
기반으로 각종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서비스의 원칙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단
절이 없는(one-stop) 편안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즉, 사용성이 높은 이
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검색 정보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포털 관련 각종 표준화와 요소기술을
적용하도록 한다.
검색서비스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간략검색, 상세검색)과 브라우징 기반의
13) 디브러리 포털 협력망 개발 및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 200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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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디렉토리 검색) 등과 같은 검색기능들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검색작업
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검색 방식은 OAI‐PMH14), DB연계, DB반출반입, Open
API15) 등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였다.
◦ 참여서비스
디브러리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지향 웹 체제”로서 다양한 참여 아키텍쳐를 구성한다.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유용한 정보자원이 되어 사회
망16)(social network)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고 재생산된다.
기존에 이용자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던 커뮤니케이션은 시스템과 시스템,
이용자와 이용자로 확대된다. 콘텐츠는 읽기만 할 수 있던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 공유 및 참여가 강조되고,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다. 개방과 공유를 위해
서는 개방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바탕
으로 콘텐츠의 다양성과 개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참여하여 해당
주제 또는 해당 서비스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용자들은 디브러리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참여), 이용자끼리 콘텐츠를
서로 나누며(공유), 디브러리 운영자는 사이트를 모두에게 개방한다(개방). 즉,
디브러리는 블로그, 태그, 오픈소스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직접 활용하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이용자 지향, 사회망(social network) 지향” 정보 문화 모형으로서 기능
14) 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 OAI에서 제
안한 상호표준
15)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운영체제나 C, C++, Pascal 등과 같은 언어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윈도우를 만들고 파일을 여는 것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000여 개 이상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API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운영체
제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와 직접 대하게 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나 명령형 인터페이스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16) 웹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웹 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
(node)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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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콘
텐츠의 다양성과 개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해당 주제
또는 해당 서비스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활용서비스
디브러리는 이용자(end‐User)가 가장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디브러리 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친
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 및 범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이용을 돕고, 물리적 공간인 정보공유 공간과 포털의 상호보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디브러리는 정보공유공간에 숙련된 참고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도화된 참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제전문사서를 양성
및 확보하여 주제별 전문 참고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디브러리의 정보공
유공간과 포털을 통해 최적의 전문정보를 개발·평가·가공·분석·제공하는 정보상
담 및 정보원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보봉사 창구에서의 통합 참고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평가 실시, 1대1 고객맞춤형 정보 상담 서비스 제공, 정보상담 서비
스 예약, 정보공유 공간과 관련된 FAQ 및 지식 DB 구축, 디브러리 포털을 통
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참고서비스 운영 등을 제공한다. 또한 디브
러리 포털에서는 개인공지 및 문답 서비스 제공,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주제별
상호협력 디지털 참고서비스 제공, 디브러리 포털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평가 실시, RSS 등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
◦ 연계서비스
디브러리는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콘텐츠 서비스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세계적 지식정보 유통 모형을 구현한다. 국내외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도서관
콘텐츠를 서비스 형태로 추상화해 표준 방식으로 연계하거나 공유하여 연계 및
협력형 서비스를 구성하려고 한다.
국내의 경우 국내도서관, 공공기관, 민간 포털과의 연계방안을 추진하며, 세
부적으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공공기관 및 공공 포털, 민간 종
합포털 및 콘텐츠 사업자와의 연계를 고려한다. 국외의 경우 국외 디지털도서
관과 국외 민간포털 및 웹DB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계 기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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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콘텐츠, 사이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디브러리는 국가대표 도서관 포털이며, 국내외 도서관, 정보센터 등과 같은
정보관련 기관에 산재해 있는 각종 디지털 장서, 정부나 공공기관, 개인이 제작
한 각종 공공접근이나 개방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장서, 그리고 상용 데이터베
이스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지향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장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관련된 각종 국내외 표준화를 수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디브러리 하위 포털은 특정한 주제나 기관, 지역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분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도서관 사이트에 연계되어 서비스되거
나 별도의 특성화포털로 서비스된다.
이에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 참여기관(디지털 장서 제공자)의 연계지침을 개
발하고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 연계지침의 기술항목을 연구하며 검색·참여 서비
스 연계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 디브러리 포털 이용현황(사이버)
(단위: 일, 수, 건)
월별

일수

이용자수

일별평균
방문자수

접속회수

일별평균
접속수

5월

7

4,136

591

5,193,386

741,912

6월

30

32,994

1,100

14,901,869

496,729

7월

31

138,868

4,480

13,118,522

423,178

8월

31

154,748

4,992

16,533,807

533,349

9월

30

149798

4,993

19,624,582

654,153

총계

129

480,544

3,725

69,372,166

537,769

3.3 디지털정보공유 협력망 구축
◦ 디브러리 협력망 구성
- 메인 협력망은 학술정보(국립중앙도서관, 국내저널, 네이버 책정보), 전
문정보(국가기록원, 국가지식포털, 문화포털, 특허, 규격 등)의 대규모 정
보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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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협력망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 (16개 시도)지
방자치단체,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 정책 협력망은 공공기관(정부기관, 투자기관, 연구소, 위원회,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 다문화 협력망은 동아시아국립도서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타이
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 주한
해외대사관, 주한해외문화원, 다문화관련단체 (안산이주민센터, 한국외국
인근로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 해외 협력망은 해외국립도서관, 유수한 해외정보원 등으로 구성된다.
- 장애인 협력망은 장애인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 협력망 모델
- “디브러리”가 가장 중심에 존재하며, “핵심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
에 하부에 존재하는 세부대상기관과의 간접적 협력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수의 세부 대상기관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거느
리고 있는 “핵심협력기관”과의 협력만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
인 협력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2> 디브러리 협력망 기본 모텔17)

17) 디브러리 포털 협력망 개발 및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2008,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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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원공유 협력망 구성도
<그림 3> 협력망 조직도18)

4. 맺음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고품질 지식정보의 포털 서비
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공간을 구축함으로서 전 국민의
정보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디브러리는 세계적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지식정
보의 미래형 허브역할을 담당하면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
들을 통합하여 편리한 정보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디지털도서관의 선구자로서 이
들 디지털도서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하고 국외적으로
는 전 세계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디지털도서관들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
여 세계적인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끝으로 온라인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관리에 있어 한·일 양국 도서관이 지속
적으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18) 디브러리 포털 협력망 개발 및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200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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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이 경 애*1)

1. 개 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추구하는 미래 도
서관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NDL에서의 정보 서비스의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
는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자 중심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지털정
보 서비스 전략을 준비하였다.
NDL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최신
시설과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고도화한 진화된 디지털 공간을 구성
함으로써, 새로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간에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주체
인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정보를 지식의 바다로 띄어 보낼 수 있는 도
서관 2.0시대를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2. NDL의 새로운 공간
도서관은 소장자료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접근 및 활용 중심으로, 인쇄형태
자료에서 디지털형태 정보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활용을 위
한 교육,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다기능 복합문화 공간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NDL은 새로운 정보기기를 이용한 정보습득과 활용에 대해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사무관

174 제12회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편리함과 용이함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 환경을 통
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2.1 시대적 환경 변화요인
NDL의 정보서비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게 한 환경 변화요인은 다음
과 같다.

2.1.1 공간기능의 융복합화 경향
오늘날의 시대는 기존의 고유 기능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와의 끊임
없는 소통과 융합,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
출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다. 도서관 역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단순한 수
단적 의미의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복
합공간으로서 재창조되어야 할 때이다.

2.1.2 참여형 이용자의 증가
이러한 공간기능의 융복합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의 참여 욕
구 증대이다. N세대의 등장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UCC의 등장이나 프로슈머(prosumer)의 확산은 이러한 참여형 인간의 지속
적 확산을 확인시켜 주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참여형 인간은 도서관을 더 이상
수동적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체험하고 나
만의 정보를 생산하겠다는 욕구와 함께 정보를 확산, 전파시키고자 한다. 물론
디지털시대에도 기술적 제한과 저작권 문제와 같은 법적 요인은 아직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기존 정보 이용에 대한 제약요인은 오히려 이용자들의
창작 욕구의 증대 요인이 되기도 한다.

2.1.3 열린 커뮤니티 및 휴게 공간에 대한 요구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개방적 커뮤니티 구조를 수반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교류가 가능한 시설의 확대를 원하는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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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도서관의 개념에서 좀 더 확대된

새로운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2007년도에 실시한 디지털도서관 공간 및 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국립
중앙도서관 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편의시설은 휴게실로서 전체 응답자 797명 중 32.0%(255명)가 휴
게실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룹 스터디실 25.2%(201명), 디지털정
보실 15.7%(125명), 컴퓨터실 13.6%(108명), 식당 6.5%(52명), 전시실3.6%(29
명), 기타 3.4%(27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신개념 서비스의 유형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실시된 2007년 “NDL 운영시범사업”에서 자문
위원회의, 전문가 토의를 거쳐 규정한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은 열람, 교류, 체
험, 창작, 교육, 휴식의 6가지이다. 각각의 서비스는 NDL 공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2.2.1 열람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열람은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을 의미한다. NDL에는 디
지털열람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복합상영관 등의 모든 이용자 공간에 디지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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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첨단 IT인프라 및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2.2.2 교류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한 지식저장소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동일한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NDL의 교류
의 공간은 세미나실, 대회의실, 복합상영관 등과 약간의 소음이 허용되는 그룹
공간이나 커피 등의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디지털 북카페도 활발한 사회
적 교류의 장이 된다.

2.2.3 체험
NDL의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색상과 형태는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통한 체
험을 제공하며, 첨단 시설과 장비의 이용에서도 새로운 체험이 된다. 이용자들
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쉼터의 U-터치 테이블과 전시실에 구비된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비 및 첨단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와 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

2.2.4 창작
NDL에서의 창작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가능한 활동으로서 단순 제작
과는 다른 의미이다.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수준
및 활용 정도에 따라 영상스튜디오, 음향 스튜디오, UCC 스튜디오로 구분하여
미디어 창작에 관한 다양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2.2.5 교육
NDL에서는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 제작 및 가
공, 매체변환, 편집, IT 정보활용을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Vol.64 No.2 (2009년 12월) 177

2.2.6 휴식
NDL에서의 ‘휴식’은 새로운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생각의 재 창조’, ‘사회적
교류’를 위한 활동으로서 휴게 공간 자체가 교류, 교육의 공간이 된다.

2.3 NDL의 공간구성

2.3.1 지하3층
1) 로비

NDL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문으로 이용자를 위한 안내데스크, 이용자
인증 공간, 물품보관실이 있으며, 광예술판과 지식의 뜰을 통해 전시되는 각종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신문대는 화면 터치방식으
로 디지털화된 신문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로비 공간에서는 빠른 검색대
를 통한 자료소장여부 검색, 시설안내 키오스크를 이용한 공간 예약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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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어 정보실

다국어정보실은 PC와 키보드를 이용해 정보검색이 가능한 외국인을 위한 이
용공간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위성방송 시청 공간에는 화면 터치를 통해 채널
변경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3) 전시실

지하 3층에 위치한 전시 전용공간으로 다양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기획 및
특별 전시되며, 전시물 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등의 고
문서를 비롯한 귀중본을 첨단 디스플레이 형태로 구현한 3D Book을 통해

쉽

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4) 대회의실

지하 3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대규모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노트북을 활용하여 강사-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인원 확인,
발언권자, 행사자료 전송 등이 가능한 첨단 회의시스템을 제공한다.

2.3.2 지하2층
1) 디지털열람실

지하2층에 위치한 대규모 정보열람 공간인 디지털열람실은 개인 열람석과 멀
티태스킹 작업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DB와 웹DB 등 디지털 정보자료의 열람, 웹검색, 각종 문서 편집 작업, 동영상
강의 시청 등이 가능하다.
2) 세미나실

지하 2층의 세미나실은 그룹형 공간으로 각 공간에는 회의를 위한 LCD 모니
터,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의 첨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예약자 정보
를 문 앞에 설치된 ‘웰컴보드’에 연동하여 RFID 인식을 통해 예약된 회의 참석
자에 한해 해당 세미나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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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내 스튜디오 공간은 NDL 이용자가 직접 영상/음향/UCC 콘텐츠
를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상/음향 스튜디오의 경우 전문가 수준의 영상/
음향 장비와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
다. UCC스튜디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16세 이상 회원은 누구나 예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스튜디오 시설 이외에 간단한 장비와 편집 툴이 있어, 초보
UCC 제작 이용자도 손쉽게 UCC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
4) 디지털편집실 및 미디어자료이용실

미디어센터 디지털편집실은 전문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콘텐츠를 편
집할 수 있는 공간이며, 미디어자료이용실은 디지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미디어센터 내 안내데스크
에서 콘텐츠를 대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5) 복합상영관

최소 4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수용 가능한 실린더 형태의 그룹 공간으로, 대
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DVD를 열람할 수 있으며,
Blu-lay 지원도 가능하며, 이용자는 무선헤드폰을 제공받아 영상과 음향을 그룹
이 함께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다.
6) 도움누리터

NDL은 IC공간 내에서 소외계층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정보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NDL 전 공간에는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
로 지원하는 TTS 환경이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 공간인 디지털
열람실의 일부 열람석과 디지털신문대 장비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제
공되어 소외계층 이용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움누리터에 비치되어있는 점자정보단말기 등 각종 보조공학기기는 예약 없
이 필요한 이용자는 누구나 대여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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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지하 1층
1) 디지털 북카페

지하1층 외부에 위치한 디지털 북카페는 NDL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며, 이 공간에 제공되는 U-터치테이블은 이용자가 아이콘 터치를 통해 게임,
멀티미디어 감상 등 원하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통로

지하 1층에 위치한 지식의 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간의 내부
연결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주요 이동통로이며, 공간 벽면을 따라 모션 트랙킹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동선을 인식하여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모션센싱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을 컨셉으로 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연출을 통해 공간을 이동하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재미있
는 체험을 제공한다.

3. NDL의 새로운 서비스
3.1 예약서비스
NDL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므로, 이용자 공간을 정
확하게 정의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라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이 공간 활용과 이용자 이용기회 균등분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결정되었다.
이러한 목적 및 지침을 바탕으로 NDL의 공간은 크게 ①개인 이용 공간, ②
중소그룹 이용 공간, ③대규모 그룹 이용 공간, ④예약 불필요 공간으로 구분된다.
개인이용 공간은 개인의 이용자가 한 대의 PC를 각각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디지털 자료 열람 공간인 ‘디지털열람실’,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공간
인 ‘미디어자료이용실’, 영상이미지 콘텐츠 편집 공간인 ‘디지털편집실’등이 해
당된다. NDL 외부에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방
문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도서관 내부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소그룹 이용 공간은 5~10명 내외 인원이 계획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공간
으로, DVD를 감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 그룹별 회의나 미팅이 가능한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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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이 이에 해당한다. 그룹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용 일주일 전부터 외부
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특정인의 과 점유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1
회만 예약이 가능하며 해당 공간의 정원의 60%가 신청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당일 예약은 역시 도서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대규모 그룹 이용공간은 수 십 명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
신청을 하고 이용하는 지하 3층의 대회의실 같은 공간으로 유료 대관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약이 불필요한 공간은 NDL을 직접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
는 공간으로, 디지털도서관 로비인 지하 3층 전체와 개인노트북 이용이나 도서
열람이 가능한 ‘노트북이용실’,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도움누리터’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또한, NDL은 예약 및 예약 정보의 편리한 확인을 위하여 NDL 키오스크, 예
약 전용PC를 마련하였으며, web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디브러리를 통해 메뉴
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서지 검색 시 바로 디지털열람
실 예약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3.2 실시간 정보도우미 서비스
실시간 정보도우미 서비스는 이용자와 답변자가 실시간 텍스트로 의사소통하
며 질의응답을 하는 서비스이다.
한 두개 정도의 참고도구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정보자료의 위치,
도서관 시설에 대한 질문 등 간단한 질문은 담당자가 즉시 응대하며, 이용자의
질문에 즉시 응대가 불가능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의 경우, 적합한 다른 담
당자에게 질문을 이관하여 응대하게 된다.

3.3 시설안내 서비스
NDL내에는 시설안내용 키오스크가 출입 지역과 예약 필수 지역, 공간 이동
의 방해되지 않는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였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 안내" 메뉴를 화면 터치 형태로 클릭하면 3D 형태의 시설물 안내 지도
를 볼 수 있으며, 공간을 클릭하면 해당 공간 이름과 공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도서관내 공간이동 동선을 길 찾기 메뉴를 통해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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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시설 안내와 함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것이 예약 및 예
약 정보 확인 기능으로 터치스크린 형태로 공간 또는 좌석을 선택하여 신규 예
약이나, 수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NDL 이용에 관한 공지 사항, 신간 콘
텐츠의 정보 제공 등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3.4 디지털텍스트 서비스
디지털텍스트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조합한 서비스이며
지하 3층 로비의 전시실 입구에 위치한 대형 LED 전광판에서 제공되며 기능
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된다. 평상시에는 이 전광판을 통해 3D 형태로 시 작품이
나 문학 작품이 표출되어 로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이 때 이
용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광판에 부여된 전화번
호로 전송을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가 보여진다.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
하여 재미있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광판에 표출하고, 표출된 메시지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도서관 방문 기념으로 간직할 수도 있다.

3.5 UCC 전시 서비스
NDL에서는 UCC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캠코더, 블루스크
린, 조명 기기 등 촬영과 관련된 모든 기기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별
도 개인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NDL을 방문하여 손쉽게 UCC를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촬영을 마치고 편집이 필요한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도서관전용편집프로그램이 탑재 제공된 컴퓨터가 비치되어 한자리에서
UCC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편집까지 완료된 UCC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하게
전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 요청 목록은 운영자가 시스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불가 통보를 하게 된다. 승인된 경우
지하 3층 광예술판과 2층 미디어전시실에서 UCC를 전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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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NDL 라디오 서비스
NDL에서 제작 또는 편성한 음악, 오디오북, 도서관 정보 등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정보광장 내 개인 PC에서 별도의 수신
기 없이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서비스는 음악 프로그램과 오디오 북 중
심의 책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3.7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NDL은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별도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
공한다. 보조공학 기기 같은 특수 기기 및 설비, 점자 도서, 음성 매뉴얼 등 장
애인 대상 대체 콘텐츠 등 정보소외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8 모바일서비스
NDL에서는 무선네트워크 환경 하에 이용자들이 이동하면서 NDL 시설에 대
한 안내를 받고, 도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
기인 UMPC(Ultra-Mobile PC)를 제공한다. 또 다른 모바일 기기인 PMP는 디
지털도서관 내의 공간 및 시설, 서비스에 대한 상세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3.9 통합관리시스템
NDL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기기와 PC, 키오스크들이 있다. PC의 경우 디지
털열람실의 252대를 포함하여 500대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30여대의 키
오스크와 각종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장비들을
하나하나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디바이스들과 콘텐츠들을 제어할
툴이 필요하다. 그 제어기능은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기기 관리자가 NDL의 주
요 기기들을 한 장소에서 주요 기기들의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고 S/W를 설
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장비에 에러가 발생할 때 SMS로
에러 내역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며, 기기 로그도 자동 저장, 관리된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은 한 장소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행사 정보 관리,
UCC 등과 같은 콘텐츠의 승인 및 배포가 가능하다. 시스템 상에서 시간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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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 콘텐츠와 순서를 결정하고 재생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
그 정보도 자동 저장되어 필요 시 조회,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자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H/W와 콘텐
츠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신규 작업 및 장애처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서관의 절대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
고, 전략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새로운 공간을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특정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며, 새로운 서비스의 시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이용자의 정보접근 혁신을 주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NDL은 정보서비스의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도서관이 정보와 지식
의 제공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 수행뿐 아니라, 복합문화제공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더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한 디지로그 방식의 세계 지식 허브로써
이용자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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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요 업무 : 현재와 미래
차 경 례*1)

1. 들어가며
한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해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모 방송
사의 어린이도서관 설립 캠페인이 사회적 호응에 얻음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도서관의 어린
이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을 리모델링, 확장 및
어린이전용 도서관의 설립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어린이서비스의 내실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등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
발․보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생활화 운동의 구심체로서 전국의 어린
이도서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2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외 어린이도서관의 현장방문조사와 도서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설립 준비를 거쳐 2006년 6월 28일에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드디어 개관하였다.
개관 이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국의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어린이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약하였는
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역할과 주요 활동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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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자 한다.

2. 비전과 역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을 비
전으로 하여 다음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2)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사서 전문성 강화
(4)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5) 어린이자료 연구도서관
(6)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모델 제공
위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3. 주요 추진사업
3.1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3.1.1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회의 학술발표회 개최 지원
청소년 서비스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회의
학술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3.1.2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의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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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 독서단체의 독서진흥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3.1.3 학술연구 수행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배경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완료된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2006
『어린이ㆍ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2006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연구』2007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연구』2007
『독서교실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2007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 활성화 연구』2008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2008
『어린이 기초장서 개발 연구』2008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2008
『어린이자료 종합목록 개발 방안 연구』2009

3.2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2.1 어린이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소외계층 어린이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
접근이 어려운 보육원, 오지학교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태도
와 독서습관의 형성을 돕고,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16개 공공
도서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한 소외계층 어린이 밀집기관을 찾아가 어
린이책을 지원하고 어린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에 필요한 도서와 강사비 등을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
는 운영도서관이 전국의 50개 도서관으로 늘었고 1,0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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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900여책을 지원하고 총 1,200회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전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지원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독서태도
를 길러 스스로 즐겨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
험으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여름ㆍ겨울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독서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1971년부터 매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국 공공
도서관 독서교실’은 2007년 제75회 여름독서교실부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하에 실시되었으며, 2009년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은 겨울․여름 독서
교실 2회에 거쳐 총 648개관에서 실시되었으며, 독서토론, 도서관 이용법, 북아
트, 독후활동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흥미 고취에 기여하였다. 독서교실 우수수료자들에게는 국립중앙도서관장
상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하였으며, 독서교실 운영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서, 교사 및 전문가 등 우수지도자 32명에게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상을 표창하였다.
◦ ‘책 읽는 놀이터’ 개발ㆍ보급
독서를 접목한 새로운 독서프로그램인 ‘책 읽는 놀이터’를 한국예술종합학교
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전국의 10여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 전국 어린이·청소년 독서신문·감상문 공모전 개최
청소년의 독서 기회 확대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전국의 어린이
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7년 처음 시작한 독서공모전을
전국적인 규모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교육 및 도서관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본 공모전은 시중의 여타 공모전과는 다르게
지정된 도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서 제시한 주제에 관한 책을 자
유롭게 선택하여 읽은 후 생각과 느낌을 독서신문이나 독서감상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응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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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
◦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개발 및 보급
독서흥미 유발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이 운영 주체가 되는 독
서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2009년에는 선정된 30개의 중ㆍ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1318 책벌레 리더스’를 선정하여, 각 학교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테마
전시회, 저자강연, 독서퀴즈,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도 참가하여 도서관을 통해 독서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서에의 흥미를 고취시켰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서로 추천하게 하여 청소년추천도서목록을 개발하고, 추천목
록의 자료를 도서관에 비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청소년을 위한 독서칼럼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독서칼럼’ 웹 사이트
(www.nlcy.go.kr/column)를 구축하여 2006년 12월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
시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칼럼은 국내 저명인사와 평론가, 작가, 칼럼니스
트, 사서 등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칼럼을 집필 의뢰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독서칼럼이
실린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독서칼럼의 내용을 반영한 E‐card도 운영하
고 있다. 연말에는 칼럼집과 다이어리 기능을 겸한『청소년을 위한 독서수첩』
을 발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증정하였다.

3.2.3 우수 독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보급
◦ 독서교실 운영 매뉴얼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여 전국의 공
공도서관 등에 보급(2007년)
◦ 책 읽는 놀이터 운영 매뉴얼
독서와 연극놀이를 결합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책 읽는 놀이터”의 전국적
인 확산․보급을 위해 개발(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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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운영 매뉴얼
어린이담당사서의 기본적 자질 향상을 위해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시 참고
할 매뉴얼 발간(2009년)

3.2.4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부모들의 독서의식 고취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책 읽기 지도를 통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환경 조성 및 도서관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모 및 관심 있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1기(10회), 2기(10회), 토요강좌(4회)로 나누어 총 24회를
운영하는데, 강좌는 도서관의 의미 및 역할을 알려줄 수 있는 도서관 이야기,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책, 동화, 동시 등 장르별 어린이 책
이야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
여 진행하고 있다.

3.3 어린이 사서 전문성 강화
2006년 6월 개관 이후 어린이 서비스 담당사서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 순회교육, 사이버교육의 3과정을 운영 중이다.

3.3.1 집합교육
교육 참가자들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형태로
2006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
그램 을 반영하여 개발한 ‘어린이담당사서 기초과정’,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
등 9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담당사서 및 어린이도서관 사서들 310여명이 이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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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어린이담당사서 계속교육’ 집합과정 일정 및 교육인원

(단위 : 일/명)
교육인원
과정명

기간

일수

계획

실적
합계 공무원 민간

어린이담당사서 기초분야
ⅠㆍⅡ

4. 23. ~ 27.

5

40

54

37

17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

5. 7. ~ 11.

5

40

35

26

9

어린이 독서상담

5. 21. ~ 23.

3

40

43

29

14

어린이와의 커뮤니케이션

6. 11. ~ 15.

5

40

38

28

10

책 함께 읽기

7. 9. ~ 13.

5

40

28

17

11

어린이프로그램 기획

9. 3. ~ 7.

5

40

49

38

11

어린이책 서평

11. 12. ~ 16.

5

40

32

26

6

그림책 깊이 읽기

10. 22. ~ 24.

3

40

35

26

9

3.3.2 순회교육
전국을 10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어린이담당사서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로 오기 힘든 지방 도서관 사서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교육 형태이다. 지방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며, 각 지역별로 2일 동안 지
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담당사서를 대상으로 ‘책 읽는 놀이터 운영 워크숍’, ‘독
서교실 운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3.3 사이버교육
우리도서관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 담당
사서들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 하
고,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
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사이버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에
는 ‘아동문학의 이해’, 2009년에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동화구연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책 읽어주기의 기초, 동화구연, 독후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책 함께 읽기’ 과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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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3.4.1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을 통해 국내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 12월 발족한
사서 협의체로 2009년 현재 174개관, 388명이 가입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서들은 어린이자료분과, 독서프로그램 분과 등 관심 분과에 가입하여 활동하
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활동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4.2 국제심포지엄 개최
외국의 도서관의 우수 사례와 문헌정보학의 최신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
내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의 도서관 사서 및 전문
가 등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3.5 어린이자료 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3.5.1 국내외 아동자료 소장 및 연구 지원
국내외 발간 아동자료와 각국의 주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문학가 및
아동자료연구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높은 한국의 아동문학가 3인의 자료를 기증받아 아동문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3.5.2 웹진 <어린이청소년연구 e partner> 서비스
2007년 11월 1일 창간하여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웹진 어린이청소년연구
e-partner 는 어린이, 청소년, 독서, 도서관, 아동문학 등에 관련된 정보를 어린
이와 청소년 관련 연구자 및 관련 서비스 담당자들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전자뉴스레터다. 각종 관련정보는 테마&리뷰, 책·논문, 연속간행물 목
차정보, 연구계 소식, 정보가이드 등의 메뉴로 재구성하여 이메일 전송 및 홈페
이지 (http://www.nlcy.go.kr/section/web/web.asp) 게재를 통해 배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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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연구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아동문학 및 어린이ㆍ청소년서비스 관련 각종 우수사례 공유와 프로그램 개
발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가 및 도서관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연구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3.6 어린이도서관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3.6.1 자료실 운영 및 도서관 서비스 모델 제시
어린이ㆍ청소년서비스를 위한 자료실 운영현황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
에 맞춘 각종 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3.6.2 고객 만족도 조사
매년 연말 도서관 방문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3.7 도서관 홍보
3.7.1 자료 발행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소식지

도서관이야기 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사서를 위한 어린이책 서평지 책이야기 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3.7.2 전시회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
으로 활성화하기 다양한 주제의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공관 및
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전시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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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국제도서전 참가
2007년부터 계속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의 어린이책의 우수성 및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홍보하고 있다.

4. 나가며
어린이도서관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각계각층의 관심 속에
서 2006년 드디어 개관을 했다.
개관 이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
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국내 아동문학 발전을 위한 연구도서관 기능 수행 등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나가
고자 노력해왔고, 국내의 도서관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발전 기반 강
화, 2)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략적 장서 개발, 4) 정보서비스의
고품질화 등을 목표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원
하는 국가대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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