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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일정표
Workshop Schedule

10월  9일(화)  

09:30 ~ 11:10   국립중앙도서관 견학(본관, NDL) 

11:10 ~ 11:40  관장님 예방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자 소개 등 

11:50 ~ 13:00    점심식사  

14:30 ~ 16:00    | 특강 1 |  스마트 시대의 문화 강국 비전 : 전통과 현재의 창조적 융화 

 최광식(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1층)

16:30 ~ 17:30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18:10 ~ 20:00    환영 만찬 

10월  10일(수)  

09:00 ~ 12:00  참고정보원 소개와 실습 

 신은식(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지하 2층)

12:00 ~ 13:20   점심 식사 및 직원 간담회  

13:30 ~ 16:30    한국학 참고정보원 소개와 실습    

 윤은하(UCLA 문헌정보학 박사) /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층)

16:40 ~ 17:40   | 특강 2 |  한국 도서관의 이해  

 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층)

18:00 ~ 20:00    저녁 식사    

10월  8일(월)  

15:00 ~ 18:00  초청자 참가 접수 

18:00 ~ 20:00 일정 안내 및 저녁 식사  



10월  11일(목)  

09:00 ~ 12:00  한국자료의 정리기술 및 활용법  

 박일심(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무관) /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지하 2층)

12:00 ~ 13:20   점심 식사 및 직원 간담회  

13:30 ~ 16:30    한국 고서의 이해와 활용   

 이혜은(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층)

16:30 ~ 18:00   주제발표 1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층)

18:10 ~ 20:00    저녁 식사    

10월  12일(금)  

10:00 ~ 12: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방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소개 

    이수지(KERIS 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회의실

12:00 ~ 13:20   점심 식사 및 관계자 간담회   

14:00 ~ 15:00    경복궁 관람    

15:30 ~ 17:30   연세대학교 견학 및 관계자 간담회  

18:10 ~ 19:40    저녁 식사 및 문화동반자와의 만남    

20:00 ~ 21:20    문화공연 관람(정동극장 ‘미소’)     

10월  13일(토)  

10:30 ~ 20:00  창덕궁 관람, 남산 일원 탐방 

10월  14일(일)  

 자유 일정  

10월  16일(화)  

 출국

10월  15일(월)  

09:00 ~ 12:00   도서관과 저작권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층)

12:00 ~ 13:20   점심 식사 및 관계자 간담회   

13:30 ~ 17:00    주제발표 2     

17:10 ~ 17:40   의견 교환 및 설문지 작성 

17:40 ~ 18:00     수료증 전달 

18:30 ~ 20:00    환송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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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참고정보원 소개와 실습

윤은하

(UCLA 문헌정보학 박사)

1. 역사 / 문학

1) 한국학지식정보센터 (한국학 중앙연구소)

한국학지식정보센터는 정보과학기술을 이용한 한국학 연구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 한국학중앙연구원(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산하 기관으로 1991년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초판본을 발간한 이래 지속적으로 디지털 원문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한

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 요원 

양성, 고전 자료의 수집, 연구, 번역 및 출판 등 한국학 연구의 허브로, 다양한 학술활동과 

함께 한국학 지식정보센터를 통해 한국학 관련 원문 DB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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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학 지식 포털: 역사와 인물, 문화와 예술, 생활과 민속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정

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한국문화 포털사이트. ‘한국의 역대인물’, ‘조선조 방목’, ‘500년 조선

의 그림’, ‘한국민족문화사전’ 등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학 지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인물 70,000여명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역대인물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로 1999년에 간행한 ‘한국인물대사전’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

며, 이용자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확충, 인물 정보를 상호 연계, 관직명과 조선

조 과거 합격자 정보 연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식 서비스를 실현하고 새로운 인물정보와 발굴

을 통해 내용을 매해 보완하고 있다.

- 영문 한국학 포털: 한국학 용어와 용례들을 영문으로 추출하여 정리한 온라인 전자사전. 현재 

17,000개 이상의 용어가 축적되어 있고, 지속적인 수정, 증보 작업을 통해 새로운 용어들이 포함

되고 있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대한민국 전국 지방의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분석하고, 관련 인적자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했다.

- 한국학 전자도서관 콘텐츠: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고, 표

준화된 형식의 한국학 지식 콘텐츠로 가공, 집적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 이 이외에도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한국구비문학대계, 방언자료집, 고문서, 고서 원문서비스), 

디지털 한국학(조선의 방목, 성씨와 본관, 삼국사기 원문서비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

(관직명사전, 문과/잡과/무과/사마방목) 등이 있다.

2) 나라기록포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중요 공공기록물의 수집

ㆍ보존ㆍ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국가기록관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해방 이후 정부기록물 3,043,447건과 도면 

224,592, 시청각자료 2,354,878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

은 기록들은 원문 DB를 구축,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은 정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용/비현용 정부기록의 수집과 더불어 해방 전후 근

대기록 수집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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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록포털 메인화면]

[서양고지도를 통해본 한국 DB]

*자료제공

- 조선총독부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으로 33033건의 기록 원문 함께 

기록물 주요 도서에 대한 해제를 제공한다.

-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시대 형사판결문 중 일제강점기하 독립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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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4000여 건에 대한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판결주무해제내용과 사건개

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地籍) : 토지의 위치, 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직후 지적 기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보: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 기관지인 관보를 미군정시대

와 정부수립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공한다.

- 일제시기학교건축도면: 일제시기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건축한 여러 공공건물과 전통건축물 등

의 설계도면들 중, 우선적으로 학교, 고적, 관사 등 건축도면을 복원하여 컬렉션으로 구축, 온라

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고향역사알기: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서 1925년에 걸쳐 생산한 문서철 중에서 부ㆍ군ㆍ면 폐

합과 관련된 기록을 DB화했다. 자신의 고향역사와 경계구역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국무회의기록: 1949년~2001년 기간의 국무회의록과 안건철, 차관회의록과 안건철을 키워드검색, 

날짜, 회차 별 검색이 가능하며 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 국가기록유산 포털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관련 DB로 국가문화유산포털과 국가기록유산포털이 있

다. 문화유산 포털은 문화유산을 동영상 및 VR 등 한국의 세계유산 및 문화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며, 국가기록유산은 학술연구 전문가를 위한 고품질 원문 이

미지 및 텍스트 등의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유산은 국보 51건, 보물 

565건, 중요민속문화재 10건 등 총 1천33건에 이르는 기록문화재 관련 원문 이미지를 포함

하고 있으며, 통일신라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기록유산에 관해 집중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기록유산포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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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록유산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가지고 이에 따른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종목별 분류: 국보/보물/중요민속/시도유형

- 전적류: 필사본/목판본/활자본

- 문서류: 국왕문서/관부문서/민간문서/사찰문서/서원, 향교문서/근대문서류

- 서간류: 서예/간독규/시고류

- 서각류: 목판각류

- 시대별: 통일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

4) 각 기관별 역사관련 주제DB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전원문정보DB, 승정원일기)

규장각은 1999년도부터 대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71만건 이상의 자료를 디지

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국보(7종, 7,078책)와 보물(8종, 28책)

을 비롯하여 약 26만여 점에 달하는 고도서와 고문서, 책판 등을 인터넷으로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장각 메인화면]

*자료제공

- 고지도: 조선시대 각 지역의 자연지리 및 사회정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여도 7

책, 해동지도 8책, 동여도, 1872년 지방지도, 비변사印 방안지도,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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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도서해제/규장각도서목록, 근대정부기록류, 내각일력 등의 DB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전원문정보: 규장각소장 고전적 자료를 년도별, 왕명별, 기사별, 주요자료별, 목록별, 해재별 등

으로 구분하고 한적자료의 특징인 한자 검색을 극대화하여 한자검색, 자료별 횡적검색, 비교검

색, 한자자전입력, 실록비교검색 등 규장각 소장 총 275,946책중 약 20,330책을 DB화 하여 서비

스 되도록 구축했다.

② 성균관 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은 동아시아 관련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

ㆍ가공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고문헌, 양장본 도서 및 각종 마

이크로 필름 자료와 해외학술지를 구비하고, 고문헌의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웹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경학 DB: 한국 경학가(經學家)들이 사서(四書 : 論語 孟子 大學 中庸)와 오경(五經 :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에 관해 자신들의 학술적 견해를 풀어 놓은 주석서(註釋書)들을 집대성한 

한국경학자료집성 145책의 텍스트와 해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원문이미지도 함께 제공

하고 있다

③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문화)

국내 불교학 분야의 최대 자료실인 동국대 불교학자료실은 불교학, 인도철학 및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자와 일반불교신도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국보와 보물급의 귀중본을 비롯

한 불교관련 고서 30,0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자료제공

- 불교문화종합 DB: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의 일부,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발간한 불교용어

사전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글대장경 Text 및 고려대장경의 원문Image를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④ 한국 여성 개발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

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된 국가차원의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자료제공

-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 여성관련 고전과 여성의 생활사 문화사, 한국 근현대 여성 정책 연

구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서비스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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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메인화면]

⑤ 경상대학교 문천각 (경남 지역자료)

경상대학교 문천각(文泉閣)은 경남지역 여러 문중에서 기증한 2만 여점의 고서, 고문서, 

책판과 2만 여권의 관련 도서 등, 총 4만 여권의 자료와 함께 경상남도유형문화재 6종 

1,508점을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해제와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 고경남우도 문집DB, 경남우도 기록류, 조식관련 고문헌, 조식문인관련 고문헌 DB 등이 있다.

⑥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경북지역자료, 유교넷)

한국국학진흥원은 2001년 본관 개관과 더불어 추진중인 국학자료 수집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고서ㆍ고문서ㆍ목판 등 14만 점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 자료 중에는 보물 36종 

448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목판의 경우 37,000장이 수집되어 국내에서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 이어 가장 많은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자료제공

- 도산서원 고문서, 영남사림문집, 유교문화권 기록 자료 및 유적 DB

- 유교넷 : 유교에 관한 전문가를 위한 학술정보와 일반인의 교양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원문제공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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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넷 메인화면]

⑦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 지역 고문서 DB)

2006년 국가지식 정보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 순천대, 국립전주박물관과 목포대, 원광

대, 전주역사박물관과, 조선대 등은 호남지역 기록물 17,778건을 디지털화했는데, 이는 전북

대학교 박물관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제공

- 호남지역 고문서 DB : 고문서 17,778점의 원문이미지 데이터와 각 고문서별 서지사항 및 해제를 

제공한다. 

⑧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기독교 역사)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는 귀중고서를 포함한 약 10만여 책의 고서와 구한말 일제시대

에 발행된 신서귀중본, 기독교 관계 고문헌, 마이크로폼 자료, 개인문고 등이 소장되어 있

다. 2000년 중앙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서 실학, 국어학, 한글문학 분야의 고

서 1,000책을 선정, 원문 DB를 구축하였고 2004년도에는 기독교 관련 고문헌에 대해 원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5) 기초학문자료센터(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는 한국 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 산하기관으로 학술연구성과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했다. 이에는 단행본 1901, 보고서 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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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5683, 조사자료 5376, 고도서, 4403, 녹음자료 560638 건 등이 있으며 이 중 일부

에 대해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1차 자료를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의 후속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적 연구역량 강화와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술 연구성과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표준화 지침의 마련 하고 학술연구업적의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연구성과물 검색]

[연구성과물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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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근현대학교 간행물 DB: 2007년~2009년까지 2년에 걸쳐 근ㆍ현대 학교 교지를 보유하고 있

는 전국 각 학교 및 도서관, 오래된 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 개인 소장가 등을 찾아 자료를 수집,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 한국어계통을 연구를 위한 DB, 역사문화지도 연구: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을 받아 2006년~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알타이언어들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통해 수집

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주석내용을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로 구축했다.

- 영산강 유역권 역사문화지도 제작연구: 2005년~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영산강 유역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들을 수집ㆍ정리하고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찾

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각종 연구성과물 (단행본, 논문, 보고서, 조사자료,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2. 통계 / 금융 / 경제

1)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청 공식 사이트로 정부 승인 하에 각 기관에서 제작한 각종 통계를 한곳에서 통합 검

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현재, 116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06종의 국가승인통계가 

DB로 구축,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는 인구, 고용, 교통, 

무역, 교육 등에 관한 국내의 주제별 통계, IMF, OECD, UN 등의 국제기구 통계 및 북한 통

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관련 보도자료, 통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연령층별 통계교실 

서비스도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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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내통계 :

- 주제별통계: 국내 생산 통계를 인구/가구, 고동/노동/임금, 물가/가게, 건설/주택/토지, 재정/금융. 

사법/행정 등 17개 대 주제하에 그 아래 세부 주제별 통계를 제공

- 기관별통계: 통계청, 검찰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연구단체와 공사/공단, 협

회/조합의 통계를 제공

-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지표와 물가지수, 인기통계와 대상 별 통계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통계

를 제공

 * 국제통계

- 주제별통계: 국토, 인구, 노동, 물가, 보건, 환경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

- 기관별통계: IMF, ILO, OECD, WHO 등 기관별 통계 제공

2) 삼성경제연구소 (SERI)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과 정보를 창출, 한국 경제와 관련

된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삼성 정보 유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연구소는 국내외 경

영(국제경영, 마케팅, 연구개발, 회계/재무, 중소/벤처기업 등), 경제(국내외경제동향 등), 산

업(전자/정보통신, 금융, IT 서비스, 유통/물류, 문화/엔터테인먼트/콘텐츠 등), 정책(산업기

술, 기업, 노동, 외교/통상정책 등)에 관련한 보고서, 책, 포럼 등에 관련 자료를 DB로 구축, 

Full text로 제공하고 있으며 SERI 보고서에서는 영상/연구 보고서 및 소비자태도조사, 한/

중/일 비교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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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 보고서: SERI가 출판한 연구보고서 제공. 국내경제주요 동향 분석, 세미나 자료, CEO를 위

한 핫 이슈 페이퍼, 멀티미디어보고서, 멀티미디어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 SERI 북: SERI에서 출판한 도서와 에세이에 대한 서지사항과 목록, 초록이 포함되어 있다. 

- 인포센터: 국내주요기관 자료 요약, 국내 뉴스정보, 논문과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가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열린 지식존(SERI 회원들의 연구 아이디어와 오피디언을 교환. 전문가 연구회, 지

식 공유 등에서 생산된 정보를 제공), CREATIVE존(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멘사브레인사워 공

간) 등의 정보교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3. 정부/사회/언론

1) 국가지식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지식포털은 정부 기관과 국민이 국가지식 정보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통

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들이 구축한 메타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하여, 검색 가

능하게 했고, 다양한 분야와 정부기관별 공공정보목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서 생

산해낸 공공백서에 대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식포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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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비고(건)

- 과학기술

- 국가연구개발보고서

- 국내과학기술 인용색인(KSCI)

- 신약개발ㆍ인체영상 등 첨단과학DB

- 산업기술 전문정보 등

- 해양수산 관련 연구현황 및 최신기술정보

- 해양수산 학술연구자료 등 

87,592,558

- 교육학술

- 학술지 목록 및 원문자료 

- 국내학위논문 및 해외취득 학위논문

- 정치ㆍ경제ㆍ사회 통계자료

- 국방학술정보 

10,396,020

- 문 화

-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정보 

- 전국박물관 정보

- 공연기록물, 공연대본, 악보 등 공연예술 정보

- 미술 작품 및 작가정보 등 

5,998,786

- 역 사

-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사료총서 등 고도서

- 고전국역총서(고려사절요, 성호사설 등) 및 한국문집총간

- 궁중문화 역사자료, 항일운동 관련 자료 등 

30,304,980

- 기타

- 정보통신 관련 산업통계 및 정책동향

- 건설교통기술 관련 국내 공공기관 발간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 등 연구보고서

- 종합법령정보, 법령해석, 행정심판정보 등

9,237,517

총 계 143,529,861

제공자료/ DB 구축현황 (2010)

2) 한국 미디어가온 (KINDS)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방송 기사 데이터베이스. 1990년 이후 발간/보도된 전국 규모의 종

합일간지 기사를 비롯, 경제지, 방송뉴스, 인터넷 신문, 지역신문, 종합일간 신문, 영자신문, 

티브이 뉴스 시사잡지 등 다양한 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과 full text를 제공하고 있다. 특

히, 1960년-1989년까지 종합 일간지 지면 별 이미지 서비스와 함께, 언론인명정보, 언론기

관정보, 미디어통계, 언론 도서관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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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언론 기사 : 1990년 1월 1일 이후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

지, 경제일간신문,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영자일간지, 지역주간신문,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신

문 등을 포함한 기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언론정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여러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교육 정보 등 언론인을 위

한 행사 및 참여정보 소식을 포함한다.

- 언론전문자료: 언론전문 신문과 잡지를 비롯해, 언론 관련 학술지, 단행본, 세미나 자료 등이 통

합 검색 가능하다.

- 미디어링크: 국내 주요 뉴스 사이트를 망라, 인터넷 링크 서비스 제공한다.



한국자료의 정리기술 및 활용법

| 박일심_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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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서의 이해와 활용

| 이혜은_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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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소개

| 이수지_ KERIS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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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저작권

| 김혜창_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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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저작권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1. 서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은 도서를 중심으로 한 여러 형태의 저작물이 널리 이

용되도록 하는 기관이며, 기본적인 구매처인 동시에 저작물을 널리 소개하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반면에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는 저작물에의 수요를 잠식하여 시장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어 협력과 긴장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음

- 보다 큰 시각에서 보면 문화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짐

-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라는 도서관 기능의 실현과 저작권자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하

여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대강을 살피고, 특히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2.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

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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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

(1) 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 저작물의 종류

 -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3) 저작자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4)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

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

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1)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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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재산권

 가)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나)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다)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

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

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라) 전시권 

   - 미술ㆍ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마)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바)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

할 권리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

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4)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1)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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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2) 저작권의 양도성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

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일신전속성)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가)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나)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다)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라)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마)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바)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5)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직ㆍ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

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일정

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됨(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1) 저작재산권 제한

 -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ㆍ국회ㆍ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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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의 복제

 -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6) 저작권의 등록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함

(1) 추정력

 -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

으로 추정하지 않음

 - 과실 추정(입증책임의 전환) :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실(過失)에 의하

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

(2) 대항력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

록을 해 놓는 경우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

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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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타적발행권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

을 말함

(1)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배타적발행권자(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복제ㆍ배포, 복제ㆍ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복

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맨 처음 복제ㆍ배포, 복제ㆍ전송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8) 저작인접권

(1) 개념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임

(2) 저작인접권자

 가)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

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나)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다)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가)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실연에 한함),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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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

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다)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4) 저작인접권의 제한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됨.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

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함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가)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나) 음반 

   -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다)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은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ㆍ보충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

자를 한 자는 일정한 보호를 받음

(1) 권리의 내용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
방송ㆍ전송할 권리를 가짐

(2) 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 제작, 갱신ㆍ검증ㆍ보충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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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침해 구제

(1) 원칙

 -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민사 구제 및 형사 제재 신청이 가능함

(2) 민사 구제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

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

(3) 형사 제재

 -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

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

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

울러 처벌할 수 있음.

3. 도서관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1) 공통요건

(1) 복제의 주체

 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

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

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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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서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

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

 다) 해석

   - 시설인 도서관이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당해시설의 장’

을 포함

   - 외부 복사업자, 카드식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도서관등의 지시ㆍ감독 하에 이용자가 복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감독이 충분한 정

도로 합리적으로 시행된다면 복제의 주체를 도서관등으로 볼 수 있음

(2) 복제의 대상

 - “도서등” : 도서관 등의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는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

 -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에는 서적, 잡지 기록물 등의 문서 자료 외에도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음반, 영상물 등을 포함

 - 외부 자료,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지고 온 자료를 도서관이 복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2) 기본적인 제한규정

(1)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

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①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것

   - 수요 예측에 따라 복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허

 ② 요구하는 이용자의 이용 목적이 조사, 연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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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취미, 오락 등의 목적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로 이용자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가짐

 ③ 복제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④ 도서등의 ‘일부분’만 복제할 것

   - ‘일부분’의 구체적 기준은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호주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제10조(2))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복

제업무규정에서 3분의1 이하로 정하고 있음

   - 논문집의 경우에는 수록된 개별 논문 전체의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이 나

뉨.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저작권법은 ‘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

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

 ⑤ 1인 1부 복제로 한정할 것

 ⑥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아닐 것

 ⑦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의 경우는 제외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

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①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것

   - 허용되는 예

∙ 보관 공간의 부족으로 디지털 형태나 마이크로 필름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보

존하고자 하는 경우

∙ 희귀본의 손상,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완전복제를 하는 경우

∙ 자료의 오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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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의 궐호 보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음

② 복제의 범위 : 저작물 전체 가능

   - 부수는 통상 1부에 한정.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3부까지 허용

③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가능. 다만,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

태로 복제할 수 없음

④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

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

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

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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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가 있을 것

 ②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일 것

   -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 외국 저작물이어서 구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가의 저작물로 경제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인정

 ③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아닐 것

   - 동 규정의 취지는 열악한 도서관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 간 협조를 통해 미처 확

보하지 못한 도서등을 보존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복제 비용이 낮은 디지털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도 허용할 경우 전자책 등의 상업적 

서비스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음

* 제3항에 따른 다른 도서관 이용자의 열람 목적의 복제ㆍ전송으로 제공

3) 전자도서관을 위한 제한규정

(1) 도서관등의 관내에서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서관등이 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복

제 또는 전송할 것

 ② 도서관 이용자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또는 전송일 것

 ③ 도서관등의 관내에서의 열람에 한정될 것

 ④ 동시 열람 이용자 수에 관한 제한을 준수할 것

   - 동시 열람 이용자 수 제한은 보상금지급의무가 없는 관내 전송에 대해서만 적용되

고, 기관 간의 전송에 관한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 없음

 ⑤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⑥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 복제 제한

(2) 다른 도서관 등의 관내에서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

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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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것

 ② 다른 도서관 등의 관내에서의 열람에 한정될 것

   - 동일한 도서관 등인지 여부는, 예컨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지휘, 감독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지 등의 요소를 통해 판단 (예 : 대학의 중

앙도서관과 단과대학별 특수도서관)

 ③ 해당 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할 것

   - 비매품으로 발행된 도서 등의 경우는 기간과 상관 없이 복제 또는 전송 가능

*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이내로 남은 경우 도서관이 상업적 이

용 여부,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취득 여부, 저작권자의 통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

로 조사하여 연구, 학문, 조사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

도록 함(제108조(h)) 

 ④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 복제 제한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 목적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

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

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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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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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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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ㆍ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

- 이에 국가 기록물의 전반적 법정 수집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

-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

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음

- 다만,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도서관법 제20조의2제5항)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 최근 이슈

1)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2) ‘안방도서관’의 실현

3) 공공대출권의 도입

4) 도서관에서의 영화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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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복제 면책의 유형

A. 복제ㆍ전송 도서관

유형 면책 여부(근거 규정) 보상금 비고

관내 열람 O

관내

복제

o 아날로그-아날로그 복제

 - 도서 등 일부 제공

 - 자체 보존

 - 도서관 간 대출

O [31(1)1]

O [31(1)2]

O [31(1)3]

* 부분복제

o 아날로그-디지털 복제

 - 도서 등 일부 제공

 - 자체 보존

 - 도서관 간 대출

X [31(1) 단서, 31(1)1]

O [31(1)2]

X [31(1)단서, 31(1)2]

o 디지털-아날로그 복제

 - 도서 등 일부 제공

 - 자체 보존

 - 도서관 간 대출

O [31(1)1]

O [31(1)2]

O [31(1)3]

O [31(5)] * 1)

o 디지털-디지털 복제

 - 도서 등 일부 제공

 - 자체 보존

 - 도서관 간 대출

X [31(1) 단서, 31(1)1]

O [31(1)2, 31-4]

X [31(1) 단서, 31(1)3]

*2)

관내 전송 목적 디지털 복제 O [31(2)] * 3)

관외 전송 목적 디지털 복제 O [31(3)] O [31(5)] * 4)

1) 저작재산권자가 국가 등인 비판매용도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

2) 비판매용 디지털 도서

3) 동시 열람자의 수 제한

4) 5년이 지난 도서 및 비판매용 디지털 도서

B. 전송받은 도서관

디지털-아날로그 복제 O [31(1) 본문, 31(5)] O [31(5)] * 1)

디지털-디지털 복제 X [31(1) 본문]

1) 저작재산권자가 국가 등인 비판매용 도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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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6호

2012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 전송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

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

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

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참가자 주제발표
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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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교의James B. Palais 문고 :

“반계수록” 영문번역본 초고에 대하여>

이효경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대학교와 한국학의 대부 제임스 팔레교수님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미국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워싱턴 주는 서쪽으로는 태평

양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오레건 주, 동쪽으로는 아이다호 주, 북쪽으로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접하고 있다. 1889년 미국의 42번째 주가 되었다. 주 도는 올림피아이고 주

요도시는 주로 서북부 해안에 발달되어 있으며 최대도시는 시애틀이다. 보잉 항공기회사와 

마이크로 소프트, 스타벅스, 아마존 등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워싱턴대학교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주립대학교이다. 1861년에 개교해서 올해

로 150주년을 맞이했다. 미국 북서부 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며 미서부 지방에서

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기도 하다. 매년 미국 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시사주간지 UW 

News & World Report의 2012년 보고에 따르면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의 Primary Care (일

차진료)과는 미국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워싱턴대학교는 미군들의 언어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찍이 1944년 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포학생들과 외국인들

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다. 

한국어로 시작된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1968년에 제임스 팔레 교수님을 한

국역사교수로 초빙하고 나서 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제임스 팔레 교수님은 학부

과정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치시고 1957년부터 1년간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것을 계

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예일대학에서 석사를, 하버드대 대학원에



- 272 -

서 흥선대원군을 주제로196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셨다. 그 후 1968년부터 2001년까지 33년

간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역사교수로 재직하셨다.

교수님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셨고 그 중에서도 조선후기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 연구에

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한국의 인권,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관련 시위에 참여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관

여하시기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학 연구기금 100만 

달러 제의를 받으셨지만 인권탄압의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꿋꿋하게 학문의 순수성

을 지키내신 것으로 유명하시다.

한편, 팔레 선생님께서는 11세기 부터 18세기 초까지 고려, 조선의 700년간을 노예제 사

회로 규정하고, 조선후기의 자본주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학계의 내재적 발전

론을 정면으로 비판해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의 근거이자 제임스 팔레 교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1996년에 출간한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his times≫ 이다. 한글로는 <유교적 경세론

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 후기1.2>로 번역되어 2007년에 출판되었다. 번역본이 나오기

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른것은 노예제 사회를 주장하신 팔레 교수님에 대한 한국내에서의 강력

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팔레 선생님은 이 연구로 미국에서 존 휘트니 

홀 저서상 (John Whitney Hall book prize) 를 수상하셨고 2001년에는 북미 아시아학회의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북미 아시아학회는 제임스 팔레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제임스 

팔레 한국학 도서상을 제정했고 2010년 부터 한국과 관련한 영문 출판물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퇴임 후 외국인 한국역사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초대 원장

을 지내셨고 2006년에 돌아가시기까지 케임브리지 히스토리 총서 시리즈 중 <Cambridge 

history of Korea>의 편집 책임자를 맡으셨다. 학문의 명성에 걸맞게 미국내 한국학의 대부

로 불리우며, 워싱턴 대학교 재직기간중 수많은 한국 역사 학자들을 가르치시고 길러내신 

것으로 유명하시다. 그 분의 제자들을 가리켜 일명 팔레 마피아라는 별칭이 생기게 된 것은 

팔레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력을 가리키는 단적인 예가 된다. 너무 많아 다 소개할 수 없지

만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의 이름만 언급해 보자. 하바드 대학의 김선주 교수님, 동대학의 

Carter Eckert 교수님, UCLA의 John Duncan 교수님, UBC의 Don Baker 교수님, University 

of Washington의 남화숙 교수님, Indiana University의 Michael Robinson, 성공회대학교의 한

홍구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계승범 교수님, 워싱턴 주 상원의원인 신호범 박사 등 쟁쟁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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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들이 모두 워싱턴대학교에서 제임스 팔레 선생님 하에서 수학을 하신 분들이시다.

팔레교수님에 대한 기억들

필자는 팔레 선생님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2002년에 워싱턴대학교로 

부임해 와서 그분을 처음 뵙게 되었다. 야구모자를 깊숙히 눌러 쓰시고 가죽잠바와 청바지 

차림으로 느닷없이 오피스 문앞에 나타 나셨는데 단번에 팔레 선생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되물었던 창피한 기억이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

면 팔레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즐겨 타셨고 연구실엔 시가 담배 연기로 자욱할 때가 많았다

고 한다.

성격이 깐깐하시고 괴팍 하신걸로 소문난 팔레 교수님의 수업시간은 늘 질문 공세로 이

어지는 공포의 시간 이었다고 학생들은 기억한다. 그로 인해 수업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

고 중도에 하차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았다고 한다. 선생님의 그런 날카로운 수업 방식덕에 

비로소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지 배우게 된 학생들이야 말로 지금은 모두 저명

한 한국역사 학자들이 되어 한국과 미국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팔레 교수님은 특히 학생들의 페이퍼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신걸로 유명

하시다. 때로는 학생들이 쓴 페이퍼 내용보다도 더 많은 양의 지도내용을 담은 노트를 빨간

펜으로 일일이 빼곡히 기입해서 돌려주셨다고 한다. 그만큼 학생들의 지도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셨기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모두 훌륭한 석학들로 길러 내신게 아닌가 쉽게 짐

작이 간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느 교수님보다도 도서관 장서에 세심한 관심을 갖어 주신 분으로 

나는 기억한다. 워싱턴 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힘들어서 정기간행물 구독을 줄여야 하는 해가 

있었다. 그 당시 팔레선생님은 이미 은퇴를 하시고 일년의 절반 이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실때 였는데도 손수 그 많은 정기간행물 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

이 검토해 주셨다. 리스트의 어떤 자료는 꼭 구입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을 하시며 도서관 

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셨다. 또한, 젊은 사서가 미덥지 않으셨는 지 어떤 목록집을 이용

해서 한국역사 관련책을 다 구입해야 하는지 일부러 연락을 해서 알려 주시는 것도 잊지 않

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한국학연구휘보>를 

꼼꼼이 뒤지며 역사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한국학과 함께 지난 수십년동안 같이 성

장해온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는 역사 분야에 있어서는 북미내에서 으뜸이 될 정도

로 잘 구비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서 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도서관에 



- 274 -

주신 팔레선생님은, 반면 도서관으로 부터는 늘 박대를 받으셨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 이유

로는 팔레 선생님께서 제 기한에 반납하지 않은 책이 늘 수백권이 넘었기 때문이다. 팔레 

선생님께서 도서관에 지불하신 연체료만 해도 상당수가 될것이고 아마도 도서 반납 독촉장

을 받은 숫자로는 당연 랭킹 1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아니셨을까 싶다.

팔레 교수님의 책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다. 다른 학문과 비교해 볼때 원래 역사학자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는 하지만 팔레 

교수님의 책 읽기의 방대함은 그분의 집과 오피스에 있는 개인 장서의 사이즈가 똑똑히 증

명해 준다. 어느 제자분 한분의 말씀 중에 이런 일화가 있다. 한번은 학생시절을 면하고 교

수가 되어 집을 새로 장만하고 기쁜 나머지 팔레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한다. 그때 교

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셨던 질문은, 집 벽은 얼마나 넓으냐는 것이었단다. 물론 책꽂이를 

두루두루 세워 둘만한 충분한 공간이 집안에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항상 교수님의 관심사는 

늘 그렇게 책에 집중되어 있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책을 평생토록 가까이 두시고 사셨다고 한다. 팔레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개인장서를 모두 워싱턴 도서관에서 기증받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 장서를 보고자 

선생님 댁에 가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지하와 1층으로 된 집 안 곳곳에는 책이 없는 곳이 

없었다. 집 안 벽면 가득히 메운 책꽂이들로 모자라 방마다 바닥에서 부터 천장까지 책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집 안에서 책이 없는 곳을 피해 밟고 걸어다니기가 힘든 정도 였다. 심

지어 빨래를 하는 건조기와 세탁기 옆에도 어김없이 책들이 즐비하게 쌓여 있었다. 부인되

시는 제인 팔레 여사님은 전직 학교 도서관 사서 출신이신데 그 분께서도 남편 되시는 팔레 

교수님의 책에 대한 열정엔 두 손을 드셨다고 한다. 

팔레 교수님의 아드님인 마이크 팔레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되시는 팔레 선생님의 생신을 

기념해 그린 그림 한장이 그분의 장서속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 그림 만큼 팔레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입에는 시가를 피워 물고, 한 손에

는 한국역사책으로 된 역기를 들고 계시며 다른 한 손으로는 부지런히 타이핑을 치시는 모

습이 있다. 참고로 팔레 선생님은 선생님의 모든 개인 자료들을 일일히 타이핑쳐서 보관해 

두셨다. 책상과 벽을 둘러 싸고 있는 수많은 책들중에 눈에 띄는 것은 팔레선생님이 저자로 

된 <한국역사의 즐거움>이라는 그림속에서만 존재하는 책도 보인다. 이 그림은 팔레 교수

님의 아들 마이클 씨께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달아서 도서관에 기념으로 보내 주셨는데 그

분의 메모에 따르면 어느 날 지하에 물이 새서 온 가족이 팔레선생님의 한국책을 구조하려

고 이리 저리 부산하게 책들을 옮기던 어린시절의 이야기가 그림의 배경이라고 소개해 주

셨다. 한국에 대한 연구와 사랑으로 일평생을 보내신 교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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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족의 진솔한 그림이자 산 증거가 아닐수 없다.

팔레문고의 기증과 반계수록의 영문초고 발견

훌륭한 교수님 덕분에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은 그분의 학문의 자취가 남겨진 장서를 모두 

기증받았다. 그중에 도서관에서 이미 소장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넣고 보니 

천 여권이 넘었다. 남은 복본들의 일부는 한국학 프로그램이 신설된 미국내 다른 대학도서

관에 기증해서 나누어 소장하기도 했다. 현재도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상당한 수의 한

국 관련, 동아시아 및 역사 전반에 관련한 영문도서들의 복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가 꼭 필요한 도서관으로 이전되어 널리 이용이 된다면 팔레 선생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

을까 생각된다. 

도서 이외에도 팔레 선생님께서 남기고 가신 자료들에는 선생님께서 그간 정리해 두신 

다양한 문서들이 있다. 참고로 이 문서들의 대략적인 분석을 위해 2011년에 국립중앙도서

관에서 지원을 받아 무려 45박스나 되는 문서들을 풀어서 열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정리는 팔레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중의 한분이신 Joshua Van Lieu 라는 분께서 

맡아 주셨다.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시고 현재는 조지아주에 있는 LaGrange College의 교

수님으로 계신다. 그분께서 정리해 주신 팔레문서의 종류에는 대략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서신류들이다. 팔레교수님께서 여러 인사들과 나눈 서신들의 원본과 카피들

이 수집 되어있다. 인터넷과 이메일이 일상화되기 이전의 서신들인데,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타이핑해서 원본은 보내시고 복사본은 잘 보관해 두셨다. 외부로부터 받은 서신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폴더에 잘 수집해 두셨다. 팔레 선생님께서 이메일 시대만을 살다 가셨다면 귀중

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팔레 선생님께서 70-80년대 김대중 납치사

건을 중심으로 붉어졌던 한국의 인권문제를 미국 언론에 알리고 김대중씨의 석방을 요구했

던 서신들 다수가 있다. 그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서신도 있고,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맡고 있던 헨리 키신저와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팔레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느 기관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었다. 김

대중 전대통령님께서 팔레 선생님께 보내신 서신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팔

레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문서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때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했던 걸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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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재는, 방대한 양의 teaching notes들이다. 선생님께서는 1968년에 워싱턴대학에서 한

국역사 강의를 시작 하시면서 한국사 수업을 위해 친히 정리해 두신 막대한 양의 강의내용

과 강의 보조 자료들이 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셨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교육자료들이다. 초기 한국역사를 미국내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교과과정을 이해하

기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현 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교수

님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Joshua Van Lieu씨는 귀뜸해 준다. 

세번째 종류의 문서에는 선생님께서 일일히 책이나 논문을 읽고 나서 주석을 달아 놓으

신 reading notes들이다. 주제별로 언제라도 쉽게 다시 찾아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해 두셨다. 역사학자 답게 자료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셨는데 연구에 임하신 

그분의 학자로서의 면모와 학문의 깊이를 읽을 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책 뿐만 아니라 

동양역사 및 세계사 전반을 이해하고 중국과 일본책을 포함해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내셨는

데 이러한 자료들은 그분의 사고와 지식세계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어느정

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원 중에 하나는 팔레 교수님께서 거의 평생을 들여 연구하

신 조선후기의 실학자 유형원과 관련한 자료이다. 유형원이 지은 <반계수록>의 책을 거의 

한 권도 빠짐없이 원본과 비교하며 영어로 번역해 둔 약 2천장 이상 분량의 원고가 있다. 

<반계수록>뿐만 아니라 유형원이 그 당시 반계수록을 저술하기 위해 참고해서 읽었다는 중

국의 책들도 팔레선생님께서는 모두 읽으셨다고 한다. 그만큼 유형원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철두 철미하게 연구를 하셨다. 생전에 영문번역을 하시는 모습을 뵌 적이 있었던 제자분들

이 그 자료가 아마 어딘가에 있을것이라며 저마다 찾을 방법을 궁금해 했고 그로인해 사서

인 나는 방대한 양의 팔레문고속에 있을것으로 미루어 문고 전체를 조사해 보고자 사방으

로 알아보고 방법을 모색해 왔었다. 그러나 이 <반계수록>의 영문번역 원고의 존재 여부는 

돌아가신지 5년이 훨씬 지나서야 확인이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반

계수록>의 영문번역 원고는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박스속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반계수록 영문번역초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조선시대 책들이 국문으로 번역되어 나오기도 쉽지 않은 판에 반계수록 영문번역의 초고

가 작고하신 팔레 선생님의 문서들 중에서 발견 되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한국역사에 연구

자료로서 가지는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반계수록이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 내용 뿐만아니라 조선 전후기 전반적인 사회상과 그 변화상을 가장 잘 반영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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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 더 없이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영

문으로 번역된 자료가 극히 전무한 조선시대 관련 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워싱턴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는 팔레 교수님의 영문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있

는 조선시대사 연구진을 모아 <반계수록> 영문판 출간을 위해 재편집 작업을 추진하고자 

브래인스토밍 중에 있다. 일단 팔레 선생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모으고, 그 분

들 간에 2천장이 넘는 원고를 각 주제별 항목별로 나누고 분담하여 다듬고 보완하는 본격적

인 편집 작업을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종합 간행물로 출판을 하려면 그 양

으로 볼 때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돕고 첫발을 뜨게 하고자 원고를 모두 

스캔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미 스캔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었고 지금은 작

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올해 안으로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학문적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좋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사서로서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가치가 될 만한 중요한 자료

를 새롭게 발굴해 내고 그것을 연구자에게 알리고 이용가능 하도록 준비하는 작업 또한 사

서에게 주어진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아직 준비 단계에 있고 사료로서 출간

되지 않은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면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유형원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국내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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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발전의 가능성과 비전 : 한류와 관련하여

김성현

(과테말라 싼까를로스 국립대학교)

한국어 강좌 개설과 현황

과테말라에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것은 1995년 5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두 명의 학생

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 명은 한국 음악에 푹 빠진 중 3 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각종 언어

를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학생 1명이었다. 그러나 한국계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필요에 

의해 등록을 하고 다문화 가정의  부인들이 등록을 하면서 학생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 

3년 간큰 변화는 없었다.

학생들과 함께 한 교회의 도움으로 첫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가졌을 때에도 한국은 동양 

어딘가에 붙어 있는 한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고 늘 일본인인지 아님 중국인인지 물은 뒤 한

국인이라고 대답하면  언어가 따로 있는 나라냐는 물음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다.

해를 거듭하며 한국 문화의 날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음식을 알리며 한국어에 관

한 관심을 유도하였어도 큰 성과 없이 이십 명 삼십 명을 넘지 못하던 학생수가 2002년 월

드컵을 치르면서 새 학기 초보 과정 등록수가 이십 명이 넘었을 때 나라의 홍보와 파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호응과 호기심만으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

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다음 학기에는 처음 등록했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동기와 목적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 

유학의 기회 등의 필요성을 보며 언어 연수 혹은 전공을 위한 유학의 기회를 찾게 되었다. 

코이카 또는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언어 연수의 기회를 잡은 학생들이 하나둘 늘고 한

국 대학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장학 기회를 통해 한국에 와서 언어나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알려지

는 만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매 학기에 약 60명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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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이들의 목적은 한국에 유학하는 것 혹은 좋은 한국 회사에 취직

하는 것 등이다. 한국어를 배우며 함께 듣게 되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

히 이들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되어간다.

아직 한국학 전공이 없는 국립대학이 이제 동양학으로 석사과정을 열고 싶어 하긴 하는

데 언어 훈련도 아직 빈약하고 한국어 전공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석사 과정은 의도는 좋으

나 사실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은 중남미 어디에도 개설된 곳이 없기에 더욱 더 절실하게 과

테말라의 개설이 필요하다. 과테말라는 중미에서는 가장 큰 나라이며 한국 교민이 약 만 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고 한국 업계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미 

몇 나라를 제하고는 가장 개발된 국가일 뿐더러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나라이다. 한국

인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국민성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근면하고 착하다. 미

국으로 들어가는 마약 수송의 중간지이기에 가지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치안을 

위한 노력으로 수도의 치안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 개설의 필요성과 과테말라의 지정학적 장점

한국학이 전공으로 열리기 위해 현재 전문대학 수준의 과정 개설에 대해 학교 당국과 논

의하는 중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로 우리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은 정식 학과로 개설되어 중남미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야 하는 것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 한국어 강좌가 다수 개설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교원 수도 

확보되었고 수 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

사도 강의할 정도의 실력과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석사 과정을 공부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세 명의 교원이 대

학원으로 진학하여 공부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한국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되어 있음)

과테말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용어가 스페인어로 

남미의 브라질 외에는 모든 나라가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므로 그만큼 언어적

인 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중미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개설 시점부터 제 2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받았으며 엘살바도르가 3년 전 니카라과가 2년 전 페루에서 약 3년 전에 한

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올해 과테말라 국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중미 한국어 말하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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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여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테말라 국립대학의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제 2회 K-pop 경연대회를 열어 한

류 문화 확대에도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 한인회에서는 중미 청소년 예술

제를 통하여 한인 청소년들 뿐 만 아니라 한류에 관심 있는 중미 청소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어 그들에게 자신들의 장기를 발표할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에 한국학 개설은 시대적인 필요이며 또

한 중미 여러 나라들과 한국이 단지 외교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관계와 동반자

로서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옛 시대는 군사력의 우

위와 힘의 논리로 움직여졌다면 21세기는 문화로 움직여지는 시대라고 볼 때 한국학 개설

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그 중에도 과테말라에 한국학이 정식으로 개설되어 인적 자원이 준비되어지면 나아가 중

미와 남미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언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국가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문화원의 개설 필요성

현재 한국어과는 400여 권 이상의 한국어로 된 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문화 행사

를 통하여 준비한 많은 자료들과 문화용품을 가지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학을 발전시

키기 위해서 한국 문화원의 개설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소

량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스페인어 번역본들은 문학 작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의 문화 가치가 알려지고 홍보되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시급하다고 보

여진다. 한류로만 알려져 있는 한국이 오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힘을 키워오고 나라의 

부침을 거듭하며 축적되어진 경험과 응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배우고 알며 

그 힘과 경험들을 교육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후진국이 배우도록 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개

발 도상국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눈에 뛰지 않았던 작은 나라들, 

중남미에 있었던 나라들이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벤치 마킹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 한국 문화원이 있어서 자료들이 공개되어지고 학습의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 어떤 행사시 보급되어지는 일회성 홍보 자료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업데이트 

되어진 자료들을 제공하고 제공되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학으로의 관심과 교육의 기회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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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높은 효용가치로서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단지 한국의 홍보의 기능이 아니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 앞선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의 기회와 발판을 삼

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수혜국이 아니라 시혜국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돕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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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기록관리 체계 현황

주은성

(러시아 한국문화원)

1. 들어가는 말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함께 탄생한 러시아 연방은 1993년 기록관리 기본법1)을 제정하고, 

2004년 동 기본법을 보완 개정2)하면서 현재의 기록관리 체계를 형성했다. 1993년 기록관리 

기본법 제정을 전후한 1991~1999년을 러시아 기록관리 체계가 소비에트 성격을 벗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시기라 한다면, 2000~현재는 2004년의 기록관리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러시아 

기록관리 운영체계가 서구수준에 이르도록 2번째 개혁을 시도하는 단계라 하겠다.

1991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1차 개혁이 마무리된 러시아 기록관리 체계는 14개 연방기관

을 총괄하고 있는 러시아국립문서보관위원회(Rosarkhiv)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동 위원회

는 소연방의 글랍아르히브(Glavarkhiv)를 계승하였고, 신생러시아의 방대한 아카이브즈들을 

총괄하며 소비에트 기록관리 체계를 러시아식 기록관리 체계로 변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1993년의 기록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로스아르히브는 러시아연방의 문서보관소들을 관장

하며 14개의 연방(RF Level) 아카이브즈들을 비롯, 32개의 연방자치공화국(Federated Republic 

Level)아카이브즈, 12개의 변방 주(Krai Level)아카이브즈, 134개의 일반 주(Oblist' Level)와 

2060개의 시(Gorod Level)와 구(Raion Level)의 아카이브즈, 그리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는 78개의 기관(Agency)들로 구성된 러시아 아카이브즈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3)

1) “러 연방 아카이브즈 폰드와 아카이브즈에 대한 러연방 기본법” 러 연방 법안 1993.7.7. 제정

2) “러 연방 아카이브즈 업무” 러 연방 법안 125-F3. 2004.10.22. 제정 (1993.7.7. 기본법의 개정 법안이

며, 동 법안에 따라 1993년 법안은 효력을 상실)

3) 러시아는 연방공화국이다.  러시아연방은 미국의 개별 주와 같은 행정단위인 연방구성 공화국들, 모스

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도시들, 연해주와 알타이주를 포함하는 변방의 주(krai), 개별공화

국과 변방 주의 하위 단위인 일반 주(Oblast')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지역마다 행정의 말단 단위는 

우리의 ‘구(청)’에 해당하는 라이온(raion)이다. 러시안 아카이브즈의 체계는 연방의 행정체계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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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된 기록관리 기본법에 따라 1993년 기본법은 효력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

으며, 러 연방 기록관리는 서구 수준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된 

기본법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러 아카이브즈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의 연방관할기관을 러 연방 

문화부로 지정하고, 로스아르히브를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위원회에서 국가행정단위인 러 

연방 국가기록청으로 격상시켜 기록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연방 기록관리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991년 이후 1999년까지 

소비에트에서 러시아연방으로의 전환기에 시행된 기록관리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과 성격을 

1993년 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2004년 개정된 러 기록관리 기본법에 따

른 변화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소비에트에서 러시아연방으로 아카이브

즈 관할권이 이관”되는 추이를 우선 검토하고, “1993년 기록관리 기본법 제정을 전후한 전

환기의 기록관리 법제적 개혁”과 “2004년 기본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자.

1) 소비에트에서 러시아연방으로 기록관리 관할권의 이관

소비에트체제 해체직전인 1991년에 이미 옐친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연방(RSFSR)은 소

연방의 자산을 러시아연방에 편입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구소련의 해체

속도를 촉진시켰다. 러시아연방은 의회에서 법령을 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발효시키면서까지 개혁 작업을 가속화했다. 

아카이브즈와 관련해서도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아카이브즈(Archives of CPSU)를 

러시아연방이 소유하며, 소연방 국가안전위원회(KGB) 아카이브즈(Archives of the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of the USSR)를 러시아연방 국무회의 아카이브즈 위원회

(Roskomarkhiv)로 이관하는 두개의 대통령령이 발효되었다.

KGB의 비밀해제 문건을 러시아연방에서 접수하고, 공개하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6년 말까지 KGB 소장 자료 가운데 126,000 개의 파일만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연방 로스

아르히브의 관리체제에 편입된 것을 보면, 소비에트 붕괴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서도 소비에트의 해체와 러시아 공화국의 탄생은 완전히 종결된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해 준다. 

다음의 <표1-5>는 1991년 하반기 이후 1999년 기록관리 체제 변환기에 명칭변경과 관할

권 이전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방 아카이브즈들의 신-구 비교표이다.

는 모습을 보여준다. A. B. C, D, 등의 분류기호는 아카이브의 주체에 따라 분류된 개념이다. A는 

일반 도서관분류시스템의 머리글자이고, B는 장관급 부처를 포함하는 연방기구를 의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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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R 체제하의 명칭 Russian Federation으로 이관된 후의 명칭

Archive of CPSU Central Committee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아카이브)

TsKhSD(B-13)

Center for Preservation and Study of Documents of 

Contemporary History 

(현대역사 문서 보존연구 센터)

Central Party Archive (중앙당 아카이브) 

TsKhIDNI(B-12)

Russian Center for Preservation and Study of Records

of Modern History 

(러시아 현대 역사기록보존 연구센터)

Archive of Historico-Political Documents

of St. Petersburg

(상트 페테르부르크 역사정치 아카이브) 

TsGAIPD(D-14)

Central State Archive of Historical - Poli tical Documents 

of St. Petersburg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정치문서 국립 중앙 아카이브)

Archive of Moscow CPSU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아카이브)

TsAODM(D-2)

Central Archive of Social Movements of Moscow(모스크바 

사회운동 중앙 아카이브)

Archive of the Komsomol 

(콤소몰 아카이브)

TsKhDMO(B-12A)

Center for Preservation of Records of Youth Organizations 

(청소년 단체 기록보존 센터)

<표 1> 연방체제 변환기의 아카이브즈 명칭 변화(1991)

USSR 체제 RF 체제

TsGADA 

Central State Archive of Early Acts 

(초기 법률문서 아카이브)

RGADA (B-2) (the Russian State Archive of Early Acts)

(러시아 초기 법률문서 아카이브)

(TsGIA SSSR) Central State Historical 

Archive of USSR

(소연방 역사 아카이브) 

RGIA (B-3)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

(러시아 국립 역사 아카이브)

Central State Archives of the USSR

of military and naval profile (Military 

History-TsGVIA,Naval History 

-TsGAVMF, Soviet Army - TsGASA) 

(소연방 군사 및 해군 중앙아카이브즈)

RGVIA (B-4) (Russian State Military History Archive)

(러시아 국립 군사 역사 아카이브)

RGAVMF (Russian State Archive of the Navy)

(러시아 국립 해군 아카이브) 

RGVA (B-7) (Russian State military Archive)

(러시아 국립 군사 아카이브)

TaGOA

State Central Special Archive

(국립 중앙 특별 아카이브)

TsKhIDK (B-8A)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Documentary Collections)

(역사기록수집물 보존 센터)

Central State Archive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USSR(TsGANKh SSSR) 

(소연방 국가경제 국립중앙 아카이브)

RGAE (B-6)

(Russian State Archive of the Economy)

(러시아 국립 경제 아카이브) 

<표 2> 러시아연방체제로 변화된 이후의 명칭변화(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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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기의 법제적인 개혁

(1) 연방 기록관 운영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변화

소비에트연방의 문서보관과 관리체계를 정권에 봉사하는 하부기구로 만들고 정보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핵심적인 기구는 글랍아르히브(Glavarkhiv)4)라고 불렸던 위원회였다. 이 위

원회는 ‘구소련 각료회의 행정 중심기관’으로 소연방의 핵심적인 기록관을 통제하고 관리하

는 역할을 수행했다. 글랍아르히브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정치적으로 해석

하고, 보존과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전국의 기록관들을 통제하여 소비에트의 이념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글랍아르히브는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띤 회의체였고, 역사를 소비에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작

하는 기구이기도 하였다.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글랍아르히브 역시 해체되어 러시아연방(RSFSR)의 유사조직인 로

스콤아르히브(Roskomarkhiv)에 귀속되었다가 1992년 이후 러시아연방(RF)의 로스아르히브

(Rosarkhiv)로 재탄생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글랍아르히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로스아르히브로 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모습에 주목한 결과이고 그 실상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로스아르히브는 글랍아르히브와 같이 연방관할의 주요한 기록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하지만, 글랍아르히브가 이념적이고 강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제하였던 

것과 달리 로스아르히브는 개별 기록관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록관의 전국적인 경영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스아르히브의 책임자와 핵심운영자

들은 정치인에서 아키비스트들로 교체되었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색채에서 탈피하여 국

제적인 규범의 기록관리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소장 문서와 기록들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글랍아르히브의 해체와, 동시에 민주적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아카이브즈 운영주체인 로

스아르히브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소비에트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기록관리 원

칙의 태동을 상징하는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법령의 제정과 성격 그리고 후속법령들

소비에트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연방이 새롭게 구체제의 자산을 승계하는 전환기의 법제

4) 글랍아르히브는 the Main Archival Administra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USSR의 러시아어 

어두문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산하 아카이브즈 행정위원회’이며, 소

비에트 통치기에 실질적으로 아카이브즈를 중앙집권적인 통제기구로 만들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

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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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혁은 대통령령과 각부 부처령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한 

법률안으로 마무리되었다. 대강의 법률안들은 1992년이후 1998년 사이에 1차적으로 정비되

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는 전자 기록관리 체계(electronic archives system)구축을 위한 노력

을 하였고, 개별 기록관별로 업무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외국의 유관기관들과의 교류활성화

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전환기는 90년대 초반부이다. 이 시기에 제정된 

러시아 기록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법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환기의 법제적인 개혁

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

전환기의 법령은 소연방 해체 이전인 1991년 8월에 공포된 2개의 러시아 대통령령6)에서 

출발하였고, 1991년 10월 러시아연방 각료회의 명령7)과 1991년 10월 러시아연방 최고 인민

회의 명령 8)으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법률안 가운데 최초의 형태는 1992년 6월 제정되었다.9) 동 법률은 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기록들을 공공의 복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정하였다. 이 법률안은 구소연방시절의 폐쇄적인 성격의 기록관에 일반인의 접근

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불어넣었고 개방과 접근을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법률로서 러시아연방의 기록관은 소비에트의 체제유지

5) 전환기(1991년이후 1999년사이)의 아카이브즈 관련 법령들은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 혹은 러시아연

방의 Rosarkhiv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GA RF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 Otechestvennye Arkhivy, 1992, no. 1, p.3. (조국 아카이브즈 잡지, 1992년도 제 1호, 3쪽)에 게재된 

2개의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제83호와 제84호를 뜻한다. 그 첫 번째는 소연방 공산당중앙위원회 아르

히브를 러시아공화국의 소유로 이전하는 결의를 담은 것으로 원문을 영어로 표기하면 <“O partiinykh 

arkhivakh": Ukaz Prexidenta RSFSR ot 24 avgusta 1991 g., no. 83>이다. 두 번째 대통령령은 소연방 

국가 안전 위원회 아카이브즈의 러시아 연방으로 이관하는 명령이다. <”Ob arkhivakh Komiteta 

gosudarstvennoi bezopasnosti SSSR": Ukaz Prezidenta RSFSR ot 24 avgusta 1991 g., no. 84.>

7) Otechestvennye Arkhivy, 1992, no. 1, p.4 (위의 잡지, 4쪽)에 게재된 2개의 각료회의 명령 제531호와 

제532호이다. <“O razvitii arkhivnogo dela v RSFSR": Postanovlenie Sovete Ministrov RSFSR ot 12 

oktiabria 1991 god, no. 531>, <”O Rossiskom tsentre khraneniia I izucheniia dokumentov noveishei 

istorii I Tsentre khraneniia sovremennoi dokumentatsii": Postanovlenie SM RSFSR ot 12 oktiabria 

1991 g., no. 532> 

8) Vedomosti S''ezda narodnykh deputatov RSFSR I Verkhovnogo Soveta RSFSR, 1991, no. 47 (21 

November), st. 1592 (러시아연방 인민대표회의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통보 (이후 ‘통보’로 표기하

도록 한다.), 1991년도 제 47호, 11월 21일, 1592쪽)에 수록된 법령을 뜻한다. <"Ob obrazoviaii 

komissi po organizatsii peredachi-priema arkhivov KPPSS I KGB SSSR na gosudarstennoe khranenie 

I ikh ispolzovaniiu": Postanovlenie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RSFSR of 14 oktiabria 1991 g.>

9) 통보, 1992년도, 제28호, 1620쪽, <“O vremennom poriadke dostupa k arkhivnym dokumentam I 

pravilakh ikh ispol'zovaiia": Postanovlenie Verkhovnogo Soveta RF ot 19 iiunia 1992 g., no. 308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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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고한 반석을 마련한 것으로 판

단된다.

1993년 7월 7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아카이브즈 폰드(fond)와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법

령>10)은 1991년 이후 진행되어온 체제 전환기의 변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한 중

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는 러시아의 기록관리 원칙이 명기되어 있고, 법제적 개혁의 방향

이 제시되어 있어, 기록관리 관련 제반 법규들의 모범과도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이 <기본

법령>은 기록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제정될 때에는 공개성, 접근성, 공공성 등의 문제에 있

어서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러시아 기록관리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

의하고 있다.

1993년의 <기본법률>제정 이후 1998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후속 법률이 제정･발효되면

서 러시아 기록관리 개혁은 일단락을 맺게 되었고, 법률안의 정비와 함께 소비에트의 잔재

를 청산하고, 기록관을 개방-개혁하는 구체적인 법제적인 후속작업은 대통령령과 로스아르

히브의 부처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기록관리의 개혁을 위한 법제적인 측면은 글랍아르히브를 로스아르히브체제로 전

환하고, 1993년의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법제정을 실시한 결과 90년대의 말에 이르

면서 대부분의 필수적인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에트의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여 서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러시아 문서보존소를 방문해보면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 그 까닭은 인적자원에 

대한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과 

법은 국제규범에 가깝게 변혁되었지만, 인적 구성은 여전히 소비에트체제의 연장선상에 있

고, 아키비스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되어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 기록관리는 이제 겨우 소비에트체제에서 외형적인 탈피를 한 상태이며, 서구에 비

해 뒤처진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교육문제, 외국기관과의 전향적인 업무

협조, 새로운 기록정보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같은 본격적인 2차 개혁이 추진될 때인 것으로 

보인다.

3) 2004년 기록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미

1993년의 기록관리 기본법 제정과 기본법에 기초한 일련의 법제적인 정비작업에 따라 러

시아 기록관들은 소비에트체제에서 외형적인 탈피를 하게 되었으며, 2004년 기본법 개정과 

법제적인 후속 조치로 러 기록관리 체계는 서구에 비견해서 크게 손색이 없는 선진적인 관

10) 통보, 1993년도, 제33호, 8월 19일, 1311쪽, <“Ob Arkhivnom fomde Rossiiskoi Federatsii I 

arkhivakh": Osnovy zakonodatel'stva RF ot 7 iiulia 1993 g., no 534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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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4년 개정 기본법은 이후 총 7차례 후속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러 연방 기록관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었다.11) 2004년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러 연

방 기록관과 기록관리 관할부처를 러 연방 문화부로 확립한 것과 ②기록관리청을 신설하여, 

러 연방 소속 기록관 운영을 구조화한 데 있다.

개정 기본법에 따라 이전의 로스아르히브는 러 연방의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탈피해서 

문화부 산하의 기록관리청으로 확실한 실체를 갖게 되었고, 모스크바 중심지인 아르바트 거

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기록물 보관 및 관리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서, 각 부처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 보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러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15개 문서보관소들을 직접 관할하게 되어 이전에 명목상

의 허약한 로스아르히브와 달리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기록물보존중심기관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2. 나가는 말

소비에트가 해체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연방은 꾸준한 법제적인 개혁을 통해 러 

연방 아카이브즈 운영체계의 탈 소비에트화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고,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아카이브

즈 보존, 운영체계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든 기록물의 보

존을 국가 최고 기록물보존부서인 연방 기록관리청이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

제와 관련되어있다. 즉, 현행기록물의 보존기한이 만료될 때 국가기록원 혹은 대통령기록물

보존소 등으로 기록물을 신속하게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서구의 관행과 달리 러시

아는 기록물 생산기관이 현행기록물뿐만 아니라 보존결정이 된 아카이브즈까지 보존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방 기록물보존소들이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KGB

문건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부처 업무와 관련된 문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열람을 통제하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접근이 매우 제한되

어있다. 이는 1993년 러 기록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접근성 보장”과 “개방성”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이고, 2004년 개정된 기본법이 지향하는 모든 문서의 기록청 이관 및 개방의 원칙과

도 어긋나는 것으로, 기록물을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과도한 열람통제를 하는 관행은 향후 

러시아가 고민하면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11) 2006, 2007, 2008년 각 1회, 2010년 4차례의 후속 법률안이 러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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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도서자료실 이용현황

宋  誼

(중국 상해문화원)

2007년 7월 개원과 동시에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도서자료실을 설립하여 올해까지 5

년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간 도서실 소장자료 및 방문자수,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 점차 증가하였고, 비록 전문적인 도서관과 자료실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5년의 발전을 

통하여 도서실은 이미 내방객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원의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중국에서는 “抛砖引玉”란 말이 있어요.“벽돌을 던져 옥을 끌어내다”란 뜻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에게 상하이한국문화원 도서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며 여러

분의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원도서자료실 면적은 120평방미터로, 8000여권이 넘는 도서자료와 1300여장이 넘는 

한국관련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주로 문화원 자체 구매, 문화체육관광부나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학번역원 등 기관 기증 등의 경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서

는 총 도서의 90%를 차지하며, 총류ㆍ철학ㆍ종교ㆍ과학ㆍ예술ㆍ어학, 문학ㆍ역사ㆍ아동도

서 등 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어 및 영어도서는 각5%를 차지하며, 중국어도서는 주로 

한국소설을 중문으로 번역한 도서이며 영어도서는 대부분 다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자료입

니다. 문화원 홈페이지 온라인도서실분야에서 도서실 소장자료 확인할 수 있고 손님들이 언

제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자료실은 개방시간 내 누구나 도서자료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하면 1인

당 도서2권까지 2주간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실내에 방문자 전용 컴퓨터 2대가 설치되

어 있고 본부에 IP등록이 되어있어 이 컴퓨터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이에서 한국전문 학술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유학생에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는 대부분 다 한국영화 및 드라마, K-POP CD, 전통

음악CD등 관련 자료입니다. 한류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내방객은 도서실에 구비되어 있

는 DVD플레이어로 좋아하는 최신 한국 유행 영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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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월간 방문자는 320명 정도이며, 사용자 연령은 18~60세로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도서실에 오는 이유는 주로 도서열람, 자습, 웹서핑, 논문 검색 등의 목적이며, 한국인이용

자는 유학생ㆍ특파원 위주이며, 그들이 선호하는 도서종류는 경제ㆍ소설ㆍ인문철학ㆍ역사

ㆍ어학 등 분야입니다. 특히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중국경제ㆍ법률ㆍ일상생활

관련 도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중국인이용자는 문화원 세종학당 학

생ㆍ한국학습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내방객 등입니다. 도서실 소장 자료 90%가 한

국원판도서라 중국사람이 그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

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바로 한국교재나 어학관련 도서입니다. 또 한류의 영향을 

받아 젊은 층에게는 패션ㆍ미용ㆍ요리 관련 생활도서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도서

실에 와서 직접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대여하는 것에 비하여 중국사람은 일반적으로 저

에게 읽은 만할 도서를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하면서 중국사람 입장에서 어

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방객에게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끊임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시설의 일부로, 도서자료실은 일반 도서관과 같이 도서대여 서

비스 외 한국문화를 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시작 및 

끝나고 도서실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거나 방문객이 번화한 도심지역에

서 편히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도서실은 5년이나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과 노력해야 할 것이 많습

니다. 모든 내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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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 between Hallyu and library usage 

in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Randolf Mariano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1. OVERVIEW: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Cultural Center (KCC) in the Philippines, established in July 2011, is the 20
th 

cultural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operate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KCC aims to promote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variety of diverse programs, classes, projects, and events and 

foster mor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KCC provides an interactive space for Filipinos who wish to learn more beyond Kpop and 

Kimchi. It has a central exhibition area showcasing cultural exchange through various art 

works of Korean and Filipino artists. The center has multi-purpose area dubbed as the 

“Hallyu Hall”, and is wher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K-pop dance and taekwondo classes 

are held, as well as special events such as film screenings, talks and special performances. 

KCC classroom, inspired by Korea’s distinct nature is where language and culture-related 

classes such as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playing, paper-craft making and cooking classes 

are held. The center also takes pride in its specialized library that carries more than 3,000 

media and book titles which include Korean literature, language, film and TV series.

KCC Library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KCC) Library is a specialized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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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that serves as a resource hub of Korea-related information in the Philippines. As of 

September 2012, the library has a total of 3,186 titles spanning the areas of social sciences, 

history, literature, language, culture and the arts. The printed collection including books, 

journals and magazines has a total of 2,711 titles by which 61% of the printed collection 

(1,657 titles) is written in Korean while 39% (1,054 titles) is written in English. The 

multimedia section which is composed of K-pop CDs, Korean movies and TV Drama DVDs 

has a total of 475 titles including English subtitled collection.

Type Number of Titles/Items
Book 2,181

Non-Book
Periodicals 36 titles (530 items)

Multimedia 475 items

TOTAL 3,186

PRINTED MATERIALS

Subject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of Titles /

Percentage
Languages

000   General (included the periodicals) 542 20.0%

Titles written in Korean

-    1657 (61%)

Titles written in English

-    1054 (39%)

100   Philosophy 32 1.2%

200   Religion 29 1.0%

300   Social Sciences 363 13.4%

400   Natural Sciences 17 0.6%

500   Technology and Engineering 107 4.0%

600   Arts 384 14.2%

700   Languages 318 11.7%

800   Literature 457 16.9%

900   History 462 17.0%

TOTAL 2,711 100%

MULTIMEDIA MATERIALS

Format Type Number of Titles

DVD

Movies 288

TV Drama 52

Information Materials 58

CD Kpop and other music genre 77

TOTAL 475

Library Services

■Borrowing Services

In February 14, 2012, the library instituted library lending services of printed materials to 

the users. Two membership options are introduced to the users: (1) Annual library 

membership regular members are entitled to borrow two books at a time for a 7-da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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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which is good for a year while (2)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KCC classes 

will have a chance to borrow 1 book at a time for a 7-day loan period for free which is 

good for a 3-month class term. All members required to deposit a certain amount of money 

as an assurance of returning back and safety of the material. 

■Film Viewing and Listening Facilities

The Film Viewing or the use of multimedia materials is one of the essential services of the 

library due to Filipinos recent demand consumption of TV Dramas, Kpop music and Korean 

movies. In Philippines, although Kpop is prevalent in local music and radio channels, 

watching Korean film is occasional since it is not available in local cinemas. The only way 

to watch Korean film and TV drama is to join Korean Film Festivals held every year and 

watch selected Korean TV drama in local channels. Thus, KCC library serves as a bridge for 

access of their favorite Korean artists, Korean TV dramas and movies. 

■ In-house online system

KCC Library is using an open source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system created under 

a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called “OpenBiblio”.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purchasing an integrated library system which is quite expensive is an optional. The 

OpenBiblio software has cataloging and circulation interface and can generate library reports. 

However, the system does not have Korean language support. Thus, some library collection 

written in Korean needs to be romanized first in order to be read by the system.

 
Another system that we use is the KCC Contents Bank.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update the following reports:

(1) Overall number of collection by country (e.g. KCC Philippines)

(2) Library visitors per day 

(3) Request for resource materials published by MCST

(4) Request for new books and DVDs in the headquarters

■Current Awareness Services

The current awareness service is the best tool to alert library members and the public that 

KCC has a lot of library services to offer. The Internet and the social media play a big role 

in the promotion of Korean collection to the public. KCC Library utilizes the KCC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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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fan page and twitter account to promote books and DVDs related to Korean 

culture. We have “E-resource for the week” wherein, KCC library upload and link some 

Korean culture-related materials such blog, articles, news and books published by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

KCC has a library program called “KCC Library Connec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semination service of the library. KCC Library Connect serves as the window to Korea’s 

latest cultural information which includes newest library acquisitions, books and movie 

reviews and subject guides about Korea. This e-newsletter type of material is automatically 

sent to all KCC library members and the public may download a copy in the website for 

free. The library has already released two issues as of September 2012. The newsletter theme 

is parallel with the new and upcoming events and programs of KCC.

■Window on Korea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a library donation progra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arked a great partner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through books and libraries. The 

success of the launch last August 29, 2012 is gearing towards promoting and building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to the academic community (e.g. student, professors and researchers). 

The resources include reference and academic books and DVDs written in English spanning 

the areas of social sciences, culture and the arts.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as partner coordinator of the said program is looking forward for greater library 

programs that will deepen the understanding of Filipinos about Korean Culture.

■ “A feel of Han-Style” : Korean Book and Culture Caravan

After the success of the Window on Korea program launched at Rizal Library, the Ateneo 

Initiative for Korean Studies (AIKS) marked the first Korean Chuseok Festival from 

September 24-28 to further promote Filipino’s understanding in Korean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AIKS, KCC also launched the first Korean Book and Culture Caravan in 

Ateneo’s Korean Chuseok Festival with a theme of “A feel of Han Style”. As we well know, 

Kpop and K-dramas is quite a boom in the Philippines, however there is still dearth of 

knowledge for Filipinos on Korea’s authentic culture. This book exhibit aimed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e authentic Korean culture such as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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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k (Korean Traditional House), Hangeul (Korean Language), Hanguk Eumak (Korean 

Traditional Music, Hansik (Korean Cuisine) and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In the 

3-day exhibit, KCC gave a lot of informational materials such as books, brochures and 

prepared games that will stimulate learning. KCC also presented a lecture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Hallyu (Korean Wave) and had a lecture on Hansik (Korean cuisine). For the 

3-day exhibit it was well supported by the Ateneo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Korea-related student organizations. KCC is hoping to expand the program by visiting leading 

Philippine universities to exhibit authentic Korean culture.

■Library Exchange Arrangements

Every month KCC received diverse library materials from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s 

(e.g.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Korean culture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we share these books, DVDs and brochures 

to the following 20 recipient library institutions: (1)The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2)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CCP) Library (3)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Library (4)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Library (5)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Library (6)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PSSC) Library (7)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Library (8) University 

of Santo Tomas (UST) Library (9) De La Salle University (DLSU) Library (10)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DMU) Library (11) Far Eastern University (FEU) Library (12) Centro 

Escolar University (CEU) Library (12)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PNU) Library (13)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PNU) Library (14) University of the East (UE) Library (15)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UAP) Library (16)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SEAMEO) Resource Center (17)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 (18) PEFTOK Korean War Library & Museum (19)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Library (20)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KCC Library is looking forward for more exchange arrangements to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ies outside Metro Manila.

2. HALLYU AND LIBRARIES (ABSTRACT)

The “Hallyu” (한류) or the Korean Wave a term coined by a Chinese press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of Korean entertainment and popular culture rolling all over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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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with pop music, TV dramas, and movies during the mid 1990s (KOCIS, 2012).  

From then, it spread rapidly and enticed wider audience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Hicap, 

2012). A news article recently published by Ms. David, a Filipino veteran journalist said that 

“the [Korean] wave lapped at the shores of China and seemingly everywhere else in Asia, 

the Philippines included”. Doreen Yu (2012) also noticed that “the Hallyu (Korean Wave) 

that is sweeping the country [Philippines] right now seems more like a tsunami”. William 

Harlow (2009) expounded that the term Korean Wave is not merely refer to a phenomenal 

tsunami that is rare and destructive. But instead, he refers to it as a “never-ending series of 

waves varying in size and influence”. Thus, we may say that Hallyu or the Korean Wave, as 

Korea’s leading cultural product today has well embraced not only by the Asians but also has 

an impact and influence of shaping other local culture across the globe.

Libraries play an important role of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of a country. In 

this modern day, libraries serve as agents of 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use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nd the so-called Web 2.0 presented 

new opportunities for librarians to serve the new information based society.

The information based society today has changed the way they access information. The 

digitization encourages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their own traditional cultures in the 

cultural world industry. (Barrowclough, 2009)

The internet has become an influential tool of both Korean government and cultural 

industries to provide contents using the World Wide Web. The success of various 

entertainment industries can be seen in their efforts to provide their audience an access to 

view videos in YouTube, to blog and promote their artists in various social networking sites 

(e.g. Facebook) (KOCIS, 2011)

The use of the World Wide Web has already proven their success in promoting cultural 

contents. Thus,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we need also to identify the strategic role of 

libraries in the midst of the fast-growing popularity of Hallyu or the Korean Wave 

phenomenon toda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nexus between library, as agent of Korean culture 

promotions and the Hallyu phenomenon. Based on the findings, (1) the interest of the users 

of visiting the library is to access Korean language-related materials and to watch Korean 

dramas and listen to their favorite K-pop idol groups. (2) KCC students are the usu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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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ibrary ranging the age of 18-24 years old. (3) Borrowing of books and accessing film 

viewing facilities are their purpose of going to KCC Library (4) The meaning of Hallyu for 

them is all about Kpop music, Korean TV dramas,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isine. (5) 

Apart from Korean-related events and programs, they believe that the KCC Library is an 

extension to further know about Korean culture. (6) And most of the library patrons stated 

that KCC Library helped them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beyond Kpop and Korean 

TV Dr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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