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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美의회도서관(LC)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관련 협의
- LC 북한자료(1940~60년대 잡지 등) 28만 여 점 디지털화 사업 추진
(디지털화 신청서 제출에 따른 향후 사업 진행여부 협의 등)

ㅇ 美의회도서관 보존서고 시설 현황 조사
- 메릴랜드 포트 미드(Fort Meade)에 위치한 미의회도서관 off-site 보존
서고 현황 및 자료 서비스 방법, 보존 대상자료 선별 기준 등 파악

ㅇ 미국 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보존)도서관 시설 현황 조사
- 지하 폐가식 로봇시스템 도입과정 및 시설, 운영 현황

❑ 출장기간 : 2017. 4. 22.(토) ~ 4. 29.(토) / 6박 8일
❑ 출 장 지 : 미국 (시카고, 워싱턴 D.C)
❑ 출 장 자 : 김미해(자료보존연구센터장)
김정희(자료수집과 사무관)

❑ 방문기관
ㅇ 미국 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도서관 : 보존서고 시스템 및 시설 현황 조사
ㅇ 美의회도서관(워싱턴 D.C) : 디지털화 사업 협의 및 보존서고 현황 조사
- 아시아부(제퍼슨관, 캐피털 힐) : 사업 협의
- 보존서고(메릴랜드 포트미드) : 시스템 조사 및 시설 방문
ㅇ 미국 시카고 공공도서관 : 시설 및 프로그램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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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세부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요일)
4. 22.
(토)

서울 시카고 KE

4. 23.
(일)

업무수행내용

방문
기관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10:40
~
09:25

ㅇ인천 국제공항 출발

10:30~

ㅇ문화탐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ㅇ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도착

ㅇ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도서관 방문
4. 24.
(월)

4. 25.
(화)

시카고 워싱턴

10:00
~
17:00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10:00
~12:00

시카고
공공도서관

18:00
~21:00

박지영
(한국학
- 로봇시스템(ASRS:로봇암) 운영현황 조사 사서)
- 로봇서고 검색 및 이용서비스 방법 조사
- 지하 폐가식 로봇서고 시설현황 조사

ㅇ시카고공공도서관 방문
ㅇ시카고 → 워싱턴 이동
ㅇ미의회도서관 아시아부 방문

13:00
~
15:00

4. 26.
(수)

미의회도서관
제퍼슨관

- 미의회도서관 북한자료 디지털화 신청서
제출과 향후 추진방안 협의
- 디지털화 시 세부 추진방법 협의

Qi Qiu,
Sonya
Lee

- 디지털화 자료 이용방안과 협조사항 논의
ㅇ미의회도서관 보존서고 방문
- 메릴랜드 포트미드(군부대)에 위치한
10:00
~
17:00

4. 27.
(목)

미의회도서관
보존서고

off-site 보존서고 시설 현황 조사

Ronald B.
- 보존서고 자료의 서비스 방법 및 대상자료 Roache Ⅱ
선별과정
- 모듈식 보존서고의 운영방법 등

4. 28.
(금)
4. 29.
(토)

워싱턴

KE
서울

13:35

ㅇ워싱턴 국제공항 출발

17:10

ㅇ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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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업무 세부내용

1. 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도서관 시설 현황 조사
❑ 방문 개요
ㅇ 방 문 일 : 2017. 4. 24.(월) 10:00 ~ 15:00
ㅇ 소 재 지 : 1100 East 57th Street Rm 526 Chicago, Illinois 60637
www.uchicago.edu
ㅇ 면 담 자 : 박지영 (시카고대학도서관 한국학 담당 사서)
ㅇ 주요내용 : 시카고대학교 보존도서관(만수에토) 시스템 및 시설 현황 조사

❑ 기관 개요
ㅇ 시카고대학교
- (설립) 1890년에 록펠러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종합대학교
- (특성) 인문ㆍ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의대, 법대,
경영대, 행정학, 사회복지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음
- (현황) 학부생 5,000명, 대학원과정 10,000명 등 총 15,000여 명 재학
교수진(2,725명)과 학생의 비율이 1:5이며 4학기제(Quater system)로 운영
89명의 노벨상 수상자, 49명의 로즈장학생, 9명의 필즈메달 수상자 배출
ㅇ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 (연혁)
ㆍ1912년 첫 중앙도서관(Harper 도서관) 건립
ㆍ1970년 현 중앙도서관(Regenstein 도서관) 건립
ㆍ2012년 자료 보존도서관(만수에토 도서관) 건립
* 이 외에 4개의 단과대학(법학, 과학, 수학, 사회복지) 도서관이 있음

- (현황)
ㆍ총장서량 : 1,200만 권(중앙도서관 480만, 만수에토 380만, 온라인자료 340만)
ㆍ자료이용 : 서고개방형(중앙도서관), 폐가형(만수에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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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서관직원 : 총 251명(전문사서 74, 직원 77)
* 만수에토도서관 근무 9명(보존사서 1, 보존처리 3, 디지털화 2, 바인딩 3)

ㆍ예산총액 : 연 360억 원(장서구입비 200억 원)

❑ 만수에토도서관 개요
ㅇ 설립배경
- 매년 증가하는 장서량을 기존의 중앙도서관이 감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보존 공간 확보 필요성 대두
- 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여 캠퍼스 내 설립 추진 결정

※

프린스턴, 뉴욕, 컬럼비아 등 미국의 종합대학들은 외부에 공동 보존서고를
건립(1권 보관 나머지 페기)하고 있으며 최근 하버드와 예일 대학도 참여

- 7년에 걸친 플랜 및 공사기간, 총 공사비용 820억 원 소요

※

기증자 Joe and Rika Mansueto(졸업생, 모닝스타 CEO)의 이름을 따서
만수에토도서관으로 명명(250억 원 기증)

* 추진경과

ㆍ2006년

1월 : 시카고대학교 이사회에서 도서관 건립 결정

ㆍ2008년

5월 : 건축가 결정, 도서관 디자인ㆍ건축설계도 완성, 예산승인

ㆍ2008년

9월

ㆍ2011년

6

ㆍ2012년

10월 : 공식 개관식

∼
∼

2011년 5월 : 건축공사(*총 책임 건축가 Helmul Jahn)

9월 : 자료 이관

ㅇ 특성 및 장점
- 외관 : 중앙도서관인 Regenstein도서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 상부는
691개의 글라스 패널로 만든 유리돔 형태로 되어 있음.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고풍스러운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뛰어남. 유리
천장을 통해 사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건축물임
- 서고환경 : 온습도 유지, 화재 및 홍수 예방 시스템 등 장서보존 환경이
중앙도서관보다 개선되어 장서 보관의 효율성이 뛰어남
- 수용능력 : 지하 5~6층 깊이의 폐가식 보존서고는 도서 350만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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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으며 중앙도서관의 개방형 서고 대비 1/7정도 공간만 사용
- 분류방식 : 주제별 분류가 아닌 책 크기에 따른 분류 방식 채택(바코드 부착)
- 관리방식 : Robot arm이라 불리는 5대의 크레인을 이용한 자동 보관
및 회수시스템(ASRS) 구축

※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물류 유통 등의 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창고시스템.
포드와 GM 등이 신규 생산 차를 보관할 때, Chicago Tribute(신문사)
에서 신문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도서관에 도입하여
보존서고 관리에 적용함

ㅇ 도서대출ㆍ반납 절차
① 대출신청 :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디매틱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책의 위치(구역, 서가, 빈-철재박스) 파악
② 자료인출 :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에 의해 크레인이 책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 빈의 손잡이를 들어 올려 대출대가 있는 승강기로 옮김
③ 자료대출 : 책이 담긴 빈이 대출데스크에 도착하고 책을 스캔하면 자동
적으로 이용자에게 자료가 반출되어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함. 신청
에서 대출까지 5~15분 소요
④ 자료반납 : 책이 반납된 후 유사한 크기의 빈을 호출하여 다시 보관
ㅇ 보존서고 이관자료 선정 기준
- 오래된 연속간행물
- 전자북 또는 전자저널의 포맷으로 같은 내용의 책이 있는 경우
- 5년 간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책
-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고서
- 그 외 주제전문사서들이 보내는 경우(대형 세트자료 등)
* 열람 혹은 대출 빈도가 낮은 책들 중심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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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에토도서관 시설 현황
ㅇ 시설현황(지상)
- (유리돔)
ㆍ최고 높이 35 피트, 길이 240 피트, 넓이 120 피트

* 1피트는 12인치, 30.48cm

ㆍ돔의 유리패널 691개(3겹 유리), 각 패널 사이즈 2×2m
ㆍ유리돔의 자외선 차단율 98%, 태양열 차단율 73%, 가시광선 허용치 50%
- (리딩룸) 좌석 180석(8,000 sq ft / 약 225평)
- (대출반납센터) 신청 받은 자료를 자동시스템으로 반출하여 이용자에게 대출
- (보존처리부서) 보존처리실, 디지털화 작업실
ㆍ습기, 곰팡이, 벌레 제거를 위한 냉동고 최대 –40〬F
ㆍ초음파 접합기(부서지기 쉬운 아이템의 보호를 위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접착용)의 음성 주파수 : 20 kHz
ㆍZeutschel 북스캐너를 이용한 책 스캔 소요 시간 : 평균 30분
ㅇ 시설현황(지하/보존서고)
- 수용능력 : 도서 350만 책
- 도서 및 저널을 보관하는 빈(철재박스) : 24,000개
- 고문헌 박스 및 대형 자료 보존 서가 : 1,200개
- 빈과 선반을 회수하는 크레인 : 5대
- 크레인 높이 : 50 피트
- 도서 회수 소요시간 : 5분
- 연속 벽체 구성 판 : 26개
- 연속 벽체 두께 : 30 인치
- 벽체 지지대 : 334개
- 지층 두께 : 2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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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 깊이 : 55 피트
- 보존서고 기초(기반) : 지하 60~75 피트
- 보존서고 온습도 : 60〬F / 30%

❑ 방문 후기
ㅇ 미국의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공동서고를 건립하고
있으나 시카고대학교는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내에 보존도서관을
건립하였음. 이런 점에서 만수에토도서관은 연구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최고의 지성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카고대학교 정신과 의지의
표상으로 생각됨
ㅇ 시카고대학교는 기존의 물류 유통 사업에 이용하던 자동창고시스템을 과감히
도서관에 도입하여 보존서고 관리에 적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자료 보관 시
주제별 자료 분류에 따르지 않고 책 사이즈 별로 분류, 바코드를 부착
보관함으로써 효율성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보존서고의 자료
관리를 위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임
ㅇ 보존서고 개념의 만수에토도서관은 시카고대학의 자부심과 기술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최첨단 건축 작품임. 유리돔을 통해 사계절을 여과
없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리딩룸은 연구자들의 지적 활동을 촉진
시키는 최상의 환경임
우리 도서관도 이용자를 위한 공간 개선 시 IT 산업의 성장을 반영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되,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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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시카고대학교 중앙도서관(REINSTEIN)

만수에토도서관(보존도서관)

만수에토도서관 리딩룸

중앙도서관과의 연결통로

만수에토도서관 디지털화 작업실

시카고대학교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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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대출대로 올라온 반출용 책

자동 크레인

책 반출 중인 크레인

50 피트 높이의 서가

보존서고 담당자(좌측) 및 한국학사서(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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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의회도서관(LC)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관련 협의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LC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ㅇ 대상자료 : 1945년~1964년 사이에 발간된 북한 연속간행물 자료
약 269종 4,006책 286,526면(조사된 일부 자료임)
ㅇ 사업기간 : LC의 사업 승인 ~ 대상자료 디지털화 완료(단년도 계속사업)
ㅇ 추진방법 : LC와 제3자 디지털화 협정서(Third Party Digitiz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추진
ㅇ 소요예산 : 397,000천원(3031-300-210-01)
ㅇ 진행현황 : LC에 사업 신청서 제출(‘17년 4월)

❑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인터뷰기사]‘소냐 리 미의회도서관 사서, 정보 가치 높은 북한자료
전산화 시급’하다는 취지의 기사 보도(동아일보 2014.8.18.)
ㅇ 디지털화관련 사업 협의를 위하여 LC 출장 :‘15. 10월
- 북한자료 상태 파악 후 우리관 미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수집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아시아부서, 보존부서, 디지털부서와 협의함
- LC는 2014년부터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제3자 디지털화
협정서(Third Party Digitization Agreement)를 통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밝혀, 이에 따른 신청 절차를 밟기로 함
ㅇ 미연방정부 통합 입찰부서(FedBizOpps.gov)로 협정서 전송 :‘16. 4월
ㅇ 미연방정부 통합 입찰부서에서 협정서 검토의견 송부 :‘16. 4월
- 디지털화 업체 기재부분 내용 추가 요청받음
ㅇ 협정서 보완하여 재전송 :‘16년 6월
ㅇ 미연방정부 통합 입찰부서에서 협정서 검토 후 승인 반려 :‘1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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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디지털부서와 협의 후 추가 제출 권고 받음
ㅇ 협정서 보완내용 협의 :‘16. 8월
- LC 디지털부서, 아시아부서와 보완내용 협의
ㅇ LC와 협조하여 협정서 재작성 :‘16. 9월
- LC 디지털부서, 아시아 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협정서 L양식과 B양식 보완
ㅇ 협정서 재 제출(1차) 및 관련 출장 :‘16. 10월
ㅇ 디지털부서가 수정한 내용으로 협정서 재 제출 :‘17. 4월
ㅇ 미연방정부 통합 입찰부서에서 기술 검토 중 :‘17년 5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7. 4. 26.(수) 13:00~15:00

ㅇ 장

소 : 美의회도서관 제퍼슨관 아시아부(LJ-150)
101 Independence Avenue, S.E. Washington, D.C.20540-4810

ㅇ 참석자 : Qi Qiu(Head, Scholarly Services, Asian Division)
Sonya Lee(Asia Division 수석 사서)
김미해(자료보존연구센터장)
김정희(자료수집과 사무관)
ㅇ 안

건 : LC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신청 및 진행 관련 협의

❑ 회의 주요내용
ㅇ LC가 소장한 북한자료 중 1940년~1960년 발간 자료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멸실되어 이제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료임
ㅇ 훼손 우려가 높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는 자료 보존의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북한 연구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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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 연구자 뿐 만 아니라 관련 여러 분야 방문자들은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자유롭게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LC의 입장에서 국립중앙
도서관(NLK)이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우리(NLK)는 국내외 북한 연구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
타이징 후 색인목록 작업을 할 것이며 이를 LC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
ㅇ 저작권 관련하여 2014년에는 1964년까지의 자료가 디지털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967년 발행 자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ㅇ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등에 예산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ㅇ 현재 LC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것임
ㅇ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협의는 사업 승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LC 아시아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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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의회도서관 보존서고 시설 현황 조사
❑ 방문 개요
ㅇ 방 문 일 : 2017. 4. 27.(목) 09:30 ~ 15:00
ㅇ 소 재 지 : Fort Meade MD(군부대), Washington D.C.
ㅇ 면 담 자 : Ronald B. Roache Ⅱ
(LC Collection Integrity & Maintenance Officer, Supervisory Librarian)
ㅇ 주요내용 : LC 보존서고 시설 현황 조사

❑ 미의회도서관 개요
ㅇ (기능) 1800년 설립 초기에는 의회의 입법 활동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국립도서관 및 납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료를 수집, 보존, 이용서비스하고 있음
ㅇ (조직)

ㅇ (현황)

* 보존서고 관리는 도서관서비스국 소속의 보존부 관할

* 2014년말 기준

- 장서 : 1억6천만 책(점) / 매일 약 15,000책(점) 수집
- 직원 : 전체 3,138 명(도서관서비스국 1,500여 명)
- 이용 : 연 98만 건 대출, 47만 명 방문
- 예산 : $618.8 millon (7,4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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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 개요
ㅇ 추진배경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소장 자료에 대한 보존 공간 부족과 관리상의
문제(자료 찾기가 어려워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보존서고 건립
ㅇ 추진경과
- 1994년 미 의회는 LC와 입법부의 보존시설 확충을 위해 메릴랜드 포트미드의
군부대에 위치한 100에이커의 부지를 넘겨받음
* 부지 확보 당시에는 폐쇄된 부대였으나, 911사태(2001년)이후 군부대 기능 부활

-「LC 보존서고 건립 기본계획」수립 : 의회 예산을 투입하여 13개의 모듈
(보존서고)을 단계적으로 건립
- 2002년 모듈 1 완공
- 2005년 모듈 2 완공
- 2009년 모듈 3, 4와 4개의 저온서고 완공
- 2010년 ~ 2012년 모듈 3, 4와 4개의 저온서고에 스페셜포맷* 소장자료 이관
- 현 재 모듈 5 건립 중으로 2017년 9월 완공 예정
*

최첨단 보존서고에는 지도, 필사본, 프린트, 사진, 악보, MF와 같은 스페셜
포맷의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책, 연속간행물 등을 소장

* 13개 모듈 건립 시 자료 보존 공간은 총180,600

sq ft(1,806,000㎡/547,273평)

ㅇ 부지 선정 조건
- LC 본관(캐피털 힐)에서 자동차 이동 시 30분 이내 소재
- 기존 건물 활용 안함
-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큰 부지
ㅇ 이관자료 선정 기준
- 복본
- 사서들이 선정한 자료
ㅇ 장서점검 및 이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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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상 자료는 소장 자료와 서지목록의 일치, 각 자료에 바코드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장서관리프로그램을 거쳐 포트미드로 이관
ㆍ한 책 당 하나씩 할당되는 모든 바코드는 책과 보존상자, 서가 등 세 곳에
부착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포트미드로 이관하기 전 모든 책은 특별히 고안된 건식세척 테이블에서 먼지제거
- 먼지, 빛, 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책들은 덮개가 있는 박스에
담아서 보관함
ㆍ지도, 필사본, 그 외 특별한 지류 자료는 박스에 담기 전 중성봉투에 넣어서 보존
ㅇ 소장자료 이관
- 모듈 1, 2 : 일반자료 350만 책을 보관(100%).
- 모듈 3, 4 : 2012년 12월 스페셜 포맷 320만 점 이관 완료. 서가 여유분 있음
ㆍ750,000 릴이 넘는 MF는 저온서고에 보관
- 보존용 자료가 담긴 컨테이너 각각은 서가배치도(Planograph)에 따라 3, 4 모듈과
저온서고에 있는 35,000개 서가 중 하나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음
ㅇ 자료 이용 신청 및 회수
- 2002년 모듈 1이 오픈한 이래로 포트미드 보존 자료가 300,000만 건 이상
대출 신청을 받아 이용되었음(회수율 100%)
- 보존서고 자료 이용자를 위해 본관과 포트미드 간 1일 2회 차량 운행
ㆍ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오후에 신청한 자료는 다음날 오전에 이용 가능

❑ 보존서고 시설 현황
ㅇ 설계 및 건축
- 모듈(보존서고)은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방식
- 적절한 온습도 및 청정 공기, 좋은 건축자재, 조도, 화재방지 시설 등
보존자료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설계와 건축에 초점을 맞춤
ㆍ보존서고의 건냉 환경 조건은 자료의 수명을 기존보다 6배 연장
- 모듈 설계는 하버드대학교 보존서고를 모델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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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0피트 높은 서가에 자료를 주제별로 배열하지 않고 크기별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인 고밀도 모델은 자료 보존에 매우 효율적임
* 수용능력 : 서고 12,000

sq ft

안에 125,000 cubic

ft

보관

- 직원이 조작하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좁은 서가 사이를 다니며 자료가
담긴 박스에 접근
- LC가 계획한 13개 중 4개의 보존서고와 4개의 저온서고를 지상에 건립
ㆍ2015년 말 모듈 3, 4에 자료 이관 완료. 현재 저온서고로 자료 이관 중
ㆍ모듈 3, 4를 지을 때 배가 전 준비 작업실, 본관에서 가져오는 자료 하역장,
새로 입고하는 자료의 해충 감염을 모니터링 하는 방을 만듦
ㅇ 보존서고 환경
- 포트미드의 모든 모듈은 종이 기반의 장서에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갖추었음
- 공조시스템은 항시 온도 50〬F/10〬C(±2.5〬 F) 습도 30%(±5%)를 유지하며
이를 측정하는 온습도 센서가 서로 다른 높이의 세 군데 위치
- 원활한 공기시스템을 통해 높이가 30피트 이상 되는 공간의 온습도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
ㆍ공기의 유입과 배출은 각 통로를 통풍관(닥트)으로 하여 양질의 공기
순환을 지원
- 외부의 온습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벽은 경질 단열 처리된
두꺼운 PC 벽면체 패널로 구성
ㆍ양질의 단열 벽과 지붕은 기계시스템으로 인한 냉방 부하와 탈습을 감소시킴
- 4개의 저온서고(3개 35〬F/1.6〬C/30%RH, 1개 25〬F/-3.8〬C/30%RH)가 포함된
모듈 3, 4의 설계는 MF 자료 40만~50만 점 보존 가능토록 함
ㆍ저온서고에서 자료가 밖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응결 방지를 위해 본관
(캐피털 힐)으로 이동하기 전 48시간 자료를 머무르게 하는 대기실
(50〬F/10〬C(±2.5〬F) 습도30%(±5%))을 만듦
ㆍ공조시스템은 보존 공간 안의 미립자 및 가스상 오염물을 적절히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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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광에 대한 자료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서고에는 외벽창과 채광
창을 배제하여 설계
ㆍ고압 나트륨 조명기구가 서고 안에 인공 조명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명 수준은
제일 낮은 서가에서 2ft candles 밝기로 설계
- 각 모듈은 자료 보존을 위한 화재 방지 코드 NFPA 13과 909, NARA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표준으로 편성된 첨단 화재방지시스템으로 설계
ㆍNARA 표준의 화재방지시스템은 어떠한 화재라도 최대 예측 손실이 기록물
300

cubic

ft를 넘지 않도록 설계

ㆍ수평 장막은 서가 안에 있는 15 ft 높이에 설치돼 있고, 수직 칸막이는
서가 내에서 50 ft 간격을 유지
ㆍ모듈의 천장 스프링클러의 정상 온도는 165F. 스프링클러 당 최대 범주는
100 sq ft를 초과하지 않음
ㆍ자동 연기 감지기는 전 보존서고를 통해 500 sq ft 범주
ㆍ워터 센서는 모듈 외관에 설치
* 모듈 5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듈은 NARA 표준을 적용하지 않음

- 50만 갤런의 워터탱크와 배관 시설은 병참본부와 보존시설 13개의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이며 모듈 2를 짓는 동안 건립
ㅇ 공간의 최대화
- 모듈 1, 2와 건립 중인 모듈 5는 도서와 합철된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보존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페셜 포맷 장서 일부가 소장됨
- 책들은 주제별 분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료 크기별로 보관
ㆍ높이가 같은 책을 동일 박스에 담아 보존함
ㆍ같은 높이의 모든 박스(사이즈별 10종류의 박스)가 36인치 깊이의 서가에
이중으로 배치
- 모듈 3, 4의 서가는 크고 작은 박스 뿐 아니라 입체자료 등의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자체 주문 컨테이너로 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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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3, 4에는 12,000개의 서랍이 달린 5 ft 높이의 지도 보관함이 있음
- 8,500 sq ft의 모듈 1은 지역 연구 및 법학도서관의 일반 장서 160만 책 보관
- 2005년 5월 오픈한 12,000 sq ft 이상의 공간인 모듈 2는 약 190만 책 보관
- 각 12,500 sq ft의 모듈 3, 4는 100만 점의 필사본, 230만 점의 프린트, 그림, 사진,
포스터, 210만 점의 악보, 54.2만 점의 지도, 180만 점의 미국 민속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 4개의 저온서고 모듈에는 MF자료 500,000 릴, 650만의 원판, 슬라이드,
컬러 프린트 보관

❑ 방문 후기
ㅇ 美의회도서관은 시카고대학과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보존서고를
짓는 확장형 건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인쇄물 보관 중심의 일반서고 외에
저온서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MF, 원판, 슬라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
수집하는 자료의 내용과 양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존서고 건립
방향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함
ㅇ 표준형 보존서고(모듈)는 규격화된 창고형서고로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
하고, 수장자료에 따라 최첨단 환경 유지 시설(공조시스템, 화재방지
시스템)과 수장능력의 최대화를 위해 자료주제별이 아닌 형태(크기)로
보존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ㅇ LC 본관(캐피털 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포트미드는 여느 군부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음. 민간인 통제가 심한 군부대 안에 보존서고를
만들었다는 생경함으로 인해 부지 선정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이에 대해,
부지 확보 당시에는 폐쇄된 부대였고, 911 사태 이후 군부대 기능이 부활하게
된 것이며,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다는 담당자의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됨
우리도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폐교나 통일(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후 폐쇄되는 후방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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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보존서고 입구

모듈 1~4 외관

보존서고건립기본계획 도면(13개 모듈)

모듈 배치도

보관박스에 부착한 바코드

보관박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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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모듈)

책 보관ㆍ반출용 리프트

저온서고

저온서고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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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 복도

작업실

먼지 제거 장비

박스 제작 장비(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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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카고 공공도서관 방문
❑ 방문 개요
ㅇ 도서관명 :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ㅇ 방 문 일 : 2017. 4. 25.(화) 10:00 ~ 12:00
ㅇ 소 재 지 : 400 S State St, Chicago, IL 60605 (www.chipublib.org)

❑ 도서관 개요
ㅇ (설립)
- 시카고 공공도서관(CPL)은 1873년 첫 공공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현재 80개에
달하고 있으며, 1991년 개관한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는
CPL의 메인도서관임
- 1987년 당시의 시장 Harold Washington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그 공적과
최초의 African-American 시장이라는 것을 기념하여 Harold Washington을
도서관명으로 함
- 공사기간 4년(1988~1991), 건립비용 $144,000,000
ㅇ (역할)
- 시카고 시민에게 제공할 자료를 수집, 보관, 대출서비스 외에 각종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력
및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ㅇ (현황)
- 장서량 : 1,000만 책
- 개관시간 : 월-목(09:00~21:00) / 금, 토(09:00~17:00) / 일(13:00~17:00)
- 규모 : 10층 / 750,000 sq ft
ㆍ1층 : 인포메이션 데스크(Ask Librarian) / Popular Library / YOUmedia
ㆍ2층 : 토마스 휴스 어린이도서관
* 현재 리노베이션 중이며 여름 시즌에 재개관

ㆍ3층 : 도서관 대출 데스크 / 도서관 이용카드 발급 창구
신문ㆍ연속간행물 자료실 / 컴퓨터ㆍ프린터 사용 공간
ㆍ4~8층 : 주제별 서고 및 열람 공간(*

자료실 중앙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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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9층 : Special Collection 및 Preservation을 위한 공간 /
Winter Garden(리셉션, 예식장 대여 등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ㆍ10층 : 도서관장실 및 각 부서장 사무실

❑ 프로그램 소개
ㅇ Summer Learning Challenge
-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약 8주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해당하는
책을 선정하고 스스로 골라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
- 교육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학숙제와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
- 시카고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예전에 읽었던
책 목록 등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독서활동을 공유함
ㅇ YOUmedia
- 10대들의 디지털 활용을 통한 창의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창작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디지털 공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Hang Out, Mess Around, Geek Out의 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
ㆍ방과 후에 숙제, 게임 등을 하면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Hang Out)
ㆍ디지털 미디어를 활용, 간단한 영상을 제작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 공간(Mess Around)
ㆍ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창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워크숍에 참여. 각 워크숍은 Digital Youth Network, 시카고 공공도서관
사서들, 다른 커뮤니티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멘토들이 지도함(Geek Out)
ㅇ Maker Lab
- 시카고 최초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제작 공간. 제작실 소개
워크숍, 개인 프로젝트 및 협업을 위한 오픈 숍 등의 기능이 있음
ㅇ One Book, One Chicago
- One Book, One Chicago는 독서 장려를 위한 캠페인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일정기간 함께 읽고 토론. 또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소통하여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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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후기
ㅇ 세계 최대의 공공도서관답게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
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건물 외관의 특이한 색조로 이국적인 느낌을 줌
내부는 최근의 리모델링으로 쾌적함과 안정감을 주며 자료실 중앙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음
ㅇ 1층 로비 3면의 벽에는 READ, LEARN, DISCOVERY 문구로 시카고공공
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내부벽을 이용해 도서관/독서관련
명언으로 디자인하였음. 또한 도서관 곳곳에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시카고는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줌
ㅇ 10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용공간(YOUmedia) 마련,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민이 엿보임

❑ 관련 사진

도서관 전경

1층 로비

자료실 중앙의 에스컬레이터

자료실 내의 조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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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장성과 및 시사점

❑ 미의회도서관(LC) 소장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관련
ㅇ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장 자료 디지털화는 LC가 수년간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한 북한자료 디지털화가 자료 보존이나 이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LC도 이견이 없으나 최근에 바뀐 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여,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음
ㅇ 이번 출장으로, 보존ㆍ디지털화ㆍ자료 소관 부서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업의지에
대하여 LC측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추후 진행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우리 도서관의 보존서고 건립 방향 제안
ㅇ 시카고대학교 보존도서관은 자료 보관과 반출을 자동 시스템화하여
보관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음. 이에 대한 이용자와 사서의 만족도는
공동서고를 건립하는 타 대학보다 월등히 높지만, 도서관 경영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시설임. 현재 계속 증가하는 자료를 감당하기
위해 제2의 보존서고를 구상하고 있음
ㅇ 미의회도서관((LC)은 본관(캐피털 힐)에서 멀지않은 외곽에 큰 부지를
확보하였고,‘보존서고 건립 장기계획’을 세워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함
ㅇ 우리 관과 LC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가졌고, 납본
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며 영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므로 큰 부지를 확보하여 보존서고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LC의 방향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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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 관리시스템
ㅇ 관리 식별체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LC와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모두 자료 검색 및 회수를 위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바코드는 RFID와 비교하여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기능면에서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주제별 분류에 의한 자료 배가를 보존용 자료
만이라도 장기적으로 자료형태(크기 등)별 배가 등 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환
ㅇ 보존서고 관련 전담 부서 필요
- 앞으로 진행될 보존서고 건립과 그에 따른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도 LC와 같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전담 부서를 조직
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ㅇ“의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미의회도서관 전략계획 2016-2020”
- 2015년에 발표된 미의회도서관 전략계획에는 7가지 세부전략이 있으며
이 중 2번째 전략‘장서’에서는‘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장서관리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서의 현재 및 미래 활용도를 보장하도록 고안된다’를 목표로
하고‘첨단 보존기술을 활용하여 최신의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를 행동
방안으로 삼고 있음. 2016년 포트 미드에 제5 모듈 건설을 시작한 것은
이의 일환임
- 우리 관도 중장기 발전계획 및 미래 비전 수립 시 최우선적인 과제로
국가문헌에 대한 안전한 보존과 편리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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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서관의 보존서고 비교표
구분

내

용

도서관 종류
장서량
도서관
현황

주요 수집자료
이용층
예산
보존서고 유형
건립연도
보존서고 관리조직
전담 직원 수
위치

보존
서고

보존서고 위치
선정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美의회도서관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1,100만 책
(온라인자료 제외)

1.6억 책

1,200만 책
(온라인자료 포함)

국내자료 : 납본 수집
국외자료 : 선택 수집

국내자료 : 납본 수집
국외자료 : 선택 수집

학술연구자료

전 국민

전 국민

교수 및 학생(연구자 중심)

900억(정부예산)

7,130억(의회예산)

360억원(대학예산)

통합형
(자료보존관+디지털도서관)

확장형
* 큰 부지 확보하여 추가 건립

단일형

2009년

2002년 ~ 계속

2012년

자료보존연구센터

도서관서비스국(보존부)

만수에토도서관 팀

3명

-

9명

도서관 내(지하)

도서관 인접(포트미드)

중앙도서관 옆(지하)

-

본관에서 차로 30분 이내

-

현황
ㆍ복본
ㆍ사서 선정자료

이관자료
선정기준

ㆍ복본
ㆍ귀중서 등 이용제한자료

자료 반출

인력

리프트 + 인력

자동 크레인

서고자료 분류

주제별 분류(RFID)

책 크기(바코드)

책 크기(바코드)

서고관리시스템

-

ASRS

ASRS

서고면적

13,629㎡(4,130평)

13개 건립 시: 547,273평

300평

수용능력

2,000만책

-

350만 책

특이사항

-

저온서고

유리돔

부대 시설

자료보존연구센터

보존처리실

리딩룸, 보존처리실,
디지털화 작업실

20℃(±2℃)/50%(±5%)

50〬F/10〬C(±2.5〬F) /
30%(±5%)

60〬F(12〬C) / 30%

3.3 미터

30 피트(9.14미터)

50 피트(15.24 미터)

-

벤치마킹 모델

-

시설
현황

온습도
서가높이
비고

ㆍ5년간 대출되지 않은 책
ㆍ오래된 정기간행물, 고서
ㆍ같은 내용의 전자책이
발간된 자료
ㆍ주제전문사서 선정 자료

비고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