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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가의 지식정보에 한 국민의 접근

권을 보장하고 보존하여 후 에 전승해야 하며, 또한 단위도서관들의 자료보존 기능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파악하여 미래변화에 비한 종합적인 자료보존

전략 제안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 자료보존환경 현황을 객관적

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고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각급 도서관에 한 기술․정보

서비스 지원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전술한 연구결과에 더해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존정책과 전략을 재정비하여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 조사 상으로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가도서관,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기록

보존관, 호주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벨기에 왕립도서관, 네덜

란드 국립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 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도서관, 전한

밭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구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현황과 계획도 조사하였다. 해외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국내 표도서관의 공동보존

서고 운영현황은 해당 도서관 자료보존 담당자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에 더해 도서관 자료보존과 관련된 표준과 지침도 조사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상으로 훼손자료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력 현

황, 보존․복원 및 재난 비정책 현황, 보존서고의 시설과 환경 및 보존서고 장서 현황, 국가

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에 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은 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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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수록된 공립공공도서관을 상으로 하였으며, 도서관명에 ‘분관’, ‘어

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학생문화센터’, ‘교육관’, ‘복합문화센

터’, ‘문화회관’ 등이 포함된 도서관을 제외하여 총 663개 도서관을 조사 상으로 하였다. 

학도서관은 학술정보통계시스템(KERIS Rinfo)에 등록된 4년제 학도서관 196개관을 조사

상으로 하였다. 공공도서관은 663개 도서관 중 208개관이 응답(31.4%)하였으며 학도서관은 

196개관 중 157개관이 응답(80.0%)하여, 관종별로는 학도서관의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상의 자료보존현황 이외 도서관 보존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조사는 설문조사와 같

이 전수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표적인 도서관을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종로도서관, 울

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상으로 각 도서관 자료보존공간의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등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 현황을 소장자료 현황과 시설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 도서관 내 3개의 지점(자료보존관 지하서고, 본관 지하서고,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에 

해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조사 항목은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등으로 하였다.

이상의 사례조사와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과 국내 각

급도서관에 한 자료보존․복원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

존전략으로 1) 종합적인 보존․복원 업무체계 구축 ; 2) 조직의 확 와 강화를 통한 보존․

복원업무의 전문성 확  ; 3) 국가자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4) 보존환경 관리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내 각급도서관에 한 자료보존․

복원 지원 및 협력방안으로 1)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 연계한 공동분담보존 ; 2) 자료보존․

복원 조직과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의 협력체계 구축 ; 3) 재난 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

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각급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 현황 조사를 통해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국

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국

가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향후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보존을 위한 매체변환에 

한 연구 ; 2)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한 연구 등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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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국가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중 하나로 

‘국가 지식정보 및 정신문화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생산․유통

되는 모든 유용한 지식정보를 수집․보존하며 이를 위해 아날로그자료의 수집과 보존, 디지

털자료의 아카이빙을 양  핵심기능으로 상정하는 전략적 계획과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전승을 위해 국내 도서관 자료보존기능 강화, 

보존매체의 다양화 및 매체별 세분화된 전문인력 확보,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

(IFLA PAC)의 한국센터 지정 추진, 국내 자료보존처리센터 역할 수행 및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 보존기술 연구․교육․홍보활동, 외국의 우수한 보존 및 복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과의 교육협력 강화 등을 실행전략으로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2005).

2014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940만권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서수는 

45만권에 이르고 있으며, 매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술한 

국가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량의 급증과 다양해지는 자료

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원처리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구체적

인 보존정책과 전략, 자료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원처리 시설 및 장비, 보존기술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선도할 인력 등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비단 국가도서관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학도서관

이나 공공도서관 역시 수장 공간의 부족, 보존공간의 협소, 자료보존환경의 낙후 문제에 더

해 훼손자료 복원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절 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별 도서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자료보존 기능을 지역 표도서관이 공동보존

함으로서 자료보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에 제시된 지역 표도서관

의 법적 역할과 개별도서관이 가지는 수장공간의 부족이나 인적․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했

을 때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개별도서관과 지역 표도서관의 연계를 통

한 공동보존 기능 역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부

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용한 지식정보를 

보존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 인류의 문화유산을 후 에 체계적으로 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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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수행범

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보존전략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도서관이 수집

하는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단위도서관과 지역 표도서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 및 자료보존 실태를 파악한 다음, 장서량의 증가

와 매체 변화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미래변화에 비한 종

합적인 자료보존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 자료의 훼손, 보존시설의 낙후, 복원 전문가 부재 등 

보존환경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각급 도서관에 

한 기술․정보서비스 지원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국가적

인 차원에서 자료보존정책과 전략을 재정비하여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

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국가보존센터 건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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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내용

가.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보존전략 및 동향 조사

1) 국외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 사례조사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호주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벨기에 왕립도서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등의 사

례를 통해 각국의 국가 자료보존정책과 현황을 분석한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도서관 자료보존 관련 표준 및 지침 조사 

도서관 자료보존 관련 표준과 지침을 ‘매체 및 매체관리에 관한 표준’, ‘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표준’, ‘재난관리에 관한 표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 국내 지역 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 현황 분석

현재 국내 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도서관, 전한밭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구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등을 상으

로 공동서고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공동보존서고 운영여부,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경우 

공동보존서고 시설/재난 비 현황, 인력 현황, 소장 책수, 자료이관기준, 참여도서관, 공동보

존서고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운영계획, 지역 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기능 등에 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4) 국내 각급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와 환경조사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상으로 훼손자료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력 현

황, 보존․복원 및 재난 비 정책 현황, 보존서고의 시설과 환경 및 보존서고 장서 현황, 국

가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보존․복원센터의 설립에 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서울, 

울산, 부산 등 지역에서 표적인 공공도서관을 상으로 보존서고의 환경조사를 실시하였

다. 보존서고 환경분석 항목은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등으로 하

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 및 학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의 낙후성, 자료복원을 

위한 인력과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의 공동보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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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 앙도서 의 자료보존 략

간을 마련하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료보존정책과 전략 수립에 한 요구 파악과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나. 국립중앙도서관 보존환경분석 및 보존전략의 수립

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현황과 환경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 현황을 소장자료 현황과 시설현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환

경분석을 위해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등을 조사하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도출한 다음 해외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고관리 및 보존환경의 최적화 방안과 

국가보존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 국가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1)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내 각급 도서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각급 도서관의 자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

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보존서고환경의 장비 및 시설지원, 보존․복원 관련 등 지원서비스

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가자원의 공동보존 관리 파트너인 각급 도서관 자료보존관리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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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전성을 위해 자료보존지침 마련, 기술교육 등 정보서비스 제공 및 보존관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협력 및 지원 모델 개발

국가공동 보존서고로서 리포지터리의 건립 및 운영과 지역ㆍ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 연계

한 공동․분담보존을 제안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보존방안 및 

매체에 따른 보존․복원기술 상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해 향후 국

가공동보존센터의 권역별 설립 검토를 제안하였다.

3) 재난 비 국가장서 위기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가) 국가장서 위기관리를 위한 주관기관 선정 및 유관기관, 실무기관 간 협력관계 네트워

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국가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

속하게 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나) 예방, 준비, 조치,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 응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위기 상

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를 통해 위기 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급도서관이나 지역수준에서 전문기술과 장비를 모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 

주관기관의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건물과 자료보존시스템의 표준을 수립하고 재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협력내용은 1) 재난 처에 필요한 항목의 리스트화 ; 2) 재난 시 구급

장비, 요원, 전문가 공유 ; 3) 도서관의 재난 책에 한 지침 작성 및 내용 공유 등으로 한

다.

2.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조사

1) 국외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및 현황 분석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의 국가도서관 

자료보존정책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가도서관 차원에서 제정한 자료유형별 보존지침도 함께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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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보존 관련 표준 및 지침 분석

자료보존을 위한 국내외 표준과 지침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사례조사

1) 국내 지역 표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조사

현재 지역 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서울도서관, 전한밭도서관, 인천미추홀

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구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상으로 하여 각 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다. 실태조사

1)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 상 설문조사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공공도서관은 2014년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수록된 공립공공도서관을 상으로 

하였으며, 도서관명에 ‘분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학

생문화센터’, ‘교육관’, ‘복합문화센터’, ‘문화회관’ 등이 포함된 도서관을 제외하여 총 663개 

도서관을 상으로 하였다. 학도서관은 학술정보통계시스템(KERIS Rinfo)에 등록된 4년제 

학의 도서관 196개관을 상으로 하였다. 

2)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 상 환경조사

국립중앙도서관 내 3지점(자료보존관 서고, 본관 서고,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과 서울

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상으로 각 도서관의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등을 조사하였다. 측정 기구를 이용한 시료체취 및 보관과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라.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방향의 설정과 연구내용, 조사자료 분석결과 및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검증에 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 상 인력은 국내 종이자

료 보존 전공 교수와 장서개발 및 자료보존 관련 전공 교수 등 2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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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 국립도서관의 자료보존 사례

2. 자료보존 관련 표준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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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 자료보존·복원 관련 국가기관 사례와 표준

1.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 사례

1.1 미국 의회도서관 

가. 역사와 목표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1898년 연차보고서에서 당시의 도서관장인 

Young이 질 낮은 종이에 인쇄된 도서관자료의 수명에 해 경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자료

보존에 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1900년  초부터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기조절기와 제습기․오염물질필터 등을 설치하여 

장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최초의 부서는 1900년 미국 정부인쇄국(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의 지소 형태로 설치된 제본 및 수리소(Binding and Repair Shop)이었으며, 이후 1940

년 Keeper’s Office, 1963년 Office of Collec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1967년 보존

청(Preservation Office), 1978년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1989년 자료

보존부(Preservation Directorate)로 운영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1).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Library of Congress : Preservation Directorate)의 

임무는 도서관장서의 지적 내용에 한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접근을 매체 형식에 관계

없이(원본이나 다른 포맷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존, 제본, 수선, 매체변환, 

재료시험, 직원 및 이용자 교육을 포함해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물리적 보안에 관련된 범 

도서관적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조직

미국 의회도서관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사서청(Office of the Librarian), 법률도서관(Law Library), 도서관봉사국(Library 

Services), 전략기획부(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운영지원부(Office of Support 

Operations) 등 7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미국 의회도서관의 보존업무는 도서관봉사

국(Library Services) 내 자료보존부(Preservation Directorate)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는 현재 제본 및 장서관리과(Binding and Collection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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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보존처리과(Conservation Division), 매체변환과(Preservation Reformatting 

Division), 연구 및 실험과(Research and Testing Division) 등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제본 및 장서관리과(Binding and Collections Care Division)는 제본부서(Binding 

Section)와 장서관리부서(Collections Care Section) 등 2개의 섹션으로, 보존처리과

(Conservation Division)는 도서 보존처리부서(Book Conservation Section), 종이 보존처리과

(Paper Conservation Section), 특수 포맷 보존처리과(Special Format Conservation Section), 

장서안정화과 (Collections Stabilization Section) 등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부서장을 비롯한 106명의 직원이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부서 별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고)

다. 수행업무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보존 협력프로그램 :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의 

북미센터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는 1984년 도서관 자료보존에 관한 세계 공통의 

이슈와 국제협력을 위해 나이로비 국제도서관연맹(IFLA) 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

계에 걸쳐 9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1992년 이후 북미 지역센터를 맡아 

오고 있으며 14개의 기관1)이 북미 지역센터에 포함되어 있다. 

2) 교육활동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는 런던 학(University College of London)과 UCLA 희귀

서 과정(Rare Book School)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보존 관리 과정의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

하고 있다.

1) Cornell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Park Service, 

New York Public Library, Pepperdine University, Simmon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mithsonian Institution,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Virginia, Yale 

University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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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보존부의 업무

<제본 및 장서관리․ 량탈산(Binding & Collections Care and Mass Deacidification)>

제본 및 장서관리․ 량탈산(The Binding and Collections Care Division)업무는 제본부서

(Library Binding Section)와 장서관리부서(Collections Care Section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제본부서(Library Binding Section)에서는 자료제본과 배가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장서

관리부서(Collections Care Section)에서는 훼손된 자료의 보존처리를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 중 하나는 산화된 자료에 한 량 탈산작업(Mass Deacidification)이며, 이

를 위해 매년 최소 25만권의 단행본과 1백만점의 loose sheet에 한 탈산작업 실시를 목표

로 수립하였다. 아울러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 지수의 범위를 6.8~10.4 범위로 하여 최

한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알칼리 농도 보유 수준을 1~3%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종이의 

수명을 300% 이상 증 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보존처리(Conservation)>

보존처리과(The Conservation Division)에서는 종이, 사진, 지도, 실물 등 특별한 형태

로 된 희귀서, 필사본, 예술작품 혹은 문서 등의 특수장서에 한 관리작업을 수행한다. 

<매체변환(Preservation Reformatting)>

매체변환과(The Preservation Reformatting Division)는 훼손 위험에 처한 자료를 마

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형태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복제하는 업무(마이크로필름화, 

paper-to-paper copying, 디지타이징)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매체변환을 위한 

자료선정기준 수립; 디지털데이터의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공정한 이용을 위한 자료

의 재생산에 있어 저작권 이슈 관리; 저작물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privacy)과 공공성

(publicity) 문제 관리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2)

<연구 및 시험과(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

연구 및 시험과(The 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 Division)는 도서관 보존활동

을 지원하고 향상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의 주

제는 종이의 영구성; 디지털 문서 포맷; 보존 매체의 영구성; 접착테이프 작업(adhesive 

behavior); 보존과 전시 상태; 제본 방법; 탈산 등이다. 

2) 특히 사회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장서를 소장하지만 그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출판하거

나 분배하기 위한 허가권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없다. 이에 자료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의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과 공공의 권리의 문제

는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도서관 자료 중 르포르타쥬나 일기 등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사진 모델의 

허락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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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보존지침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는 도서관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

료에 한 보존지침(Proper Storage of Books)을 종이(Paper), 도서(Book), 사진(Photographs), 

스크랩북과 앨범(Scrapbooks and Albums), 신문, 시청각자료, 영화용 필름(Motion Picture 

Film)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부록 2> 참고)

1.2 영국 국가도서관 

가. 역사와 목표

영국 국가도서관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도서관과 기록관 소장자료에 한 지속적인 접근

과 보존을 위해 1984년 국가보존국(The National Preservation Office)을 설립하였으며, 2009

년 영국 국가도서관 자료보존센터(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로 개칭하여 

서비스하고 있다.3) 영국 국가도서관 자료보존센터(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는 영국 국가도서관 장서관리부(British Library Collection Care department)의 한 조

직이며,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보존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활동을 위해 ‘자료보존에 관련된 모든 

지원활동 수행’, ‘자료보존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용 비 경제성 향상을 위한 지원’, ‘자료보

존 지식과 기술의 공유’ 등과 같은 목표(2012년~2015년)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2015년까지 도

서관 및 아카이브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장서에 한 자료보존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보존업무 담당자와 미래의 이용자를 상으로 한 관련 교육 및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웨스트 딘 학(West Dean College)이 영국 국가도서관의 새로운 업무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자료보존과 장서관리에 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관 자료복원(Conservation of Books and Library Materials) 학

원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책의 구조나 유산(heritage)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전수하

게 된다.

3)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던 모든 자료는 2014년 3월 부터 

British Library collection care 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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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과 수행업무

영국 국가도서관은 e-전략 정보시스템국(e-Strategy and Information Systems), 재무․조직

서비스국(Finance and Corporate Services), 인력개발국(Human Resources), 운영․서비스국

(남부)(Operations and Services (South)), 운영․서비스국(북부)(Operations and Services 

(North)), 전략 마케팅․커뮤니티케이션국(Strategic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학술․

장서국(Scholarship and Collections) 등 7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영국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업무는 학술․장서국(Scholarship and Collections) 이하 <장서관리(Collection 

Care)>에서 예방 보존(Preventative Conservation), 보존․복원 연구(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Research), 자료보존센터(Preservation Advisory Centre)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 학술국(Digital Scholarship)>에서 장서의 디지털화 전략 프로그램(Collection 

Digitisation Strategy and Programme), 디지털 연구 및 디지털 규레이터 팀(Digital Research 

and Digital Curator Team), 지도 및 지형 자료(Cartographic and Topographic Material), 음

향 및 영상(Sound and Vision), 국제 둔황 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4)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국 국가도서관은 자료보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5)(<부록 3> 참고)

이상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보존업무에는 예방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 디지

털보존(Digital preservation), 보존처리(Conservation and treatment), 보존지원과 연구

(Science and research) 등이 포함된다. 

예방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 팀에서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장서재난구조

(Collections disaster and salvage), 보존용 복사(Preservation copying), 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보존환경관리(Storage environment), 디지털화(Digitisation)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보존(Digital preservation)팀에서는 도서관이 디지털보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영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디지털 자료에 한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에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

립하였다.

4) 둔황과 동부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유적의 정보와 이미지 자료를 온라인에 구축하여 실크로드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국제 협력 활동

5)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lectioncare/publications/booklets/building_a_preservation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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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Conservation and treatment)팀은 심도 깊은 보존처리와 연구를 위해 도서, 종

이, 양피지, 사진, 최신 매체 등 다양한 보존처리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자

료의 수선, 전시(exhibitions)를 위한 지원, 도서관의 상징이 되는 보물급 자원 관리(Magna 

Carta나 St. Cuthbert Gospel 등의 보물은 보존처리를 통해 Sir John Ritblat Gallery에 보관),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세미나; 회의; 도서관에 귀중자료를 기

증한 이들을 위한 Family Archive Day 실시, 보존처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존지원과 연구(Science and research)팀은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재료를 테스

트하는 과정을 통해 보존업무를 지원하며, 기본 물질/사용된 잉크/색소/접착제 등 자료의 

구성 물질과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법, 라만분광법, 형광 X-ray 분석법 등을 적

용한다. 환경평가와 해석(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interpretation)팀은 보존에 적합한 

도서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부(Estates Department)와 환경 방사능 감시청

(Environmental Monitoring Officer)와의 협력을 실시한다. 자료유형 별 온도와 습도의 변화

에 한 처방안을 제시하여 장기간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제안한다. 외부 협

력(External collaboration)팀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를 실시한다. 런던 학과 영

국 박물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Heritage Smells 같은 것을 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보급(Dissemination)팀에서는 자료보존과 관련된 보고서, 회의자료, 회의 등을 통해 연구결과

를 확산하고 학생인턴을 고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 국가도서관 자료보존센터(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는 1) 

협력관계 형성, 세미나 개최, 출판 작업 등을 통해 영국국가도서관의 경험을 다른 도서관과 

공유하여 자료보존 관련 지식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 2) 자료보존의 모범사례의 개

발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존활동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며 ; 3) 기존의 가이드와 보존평

가조사(Preservation Assessment Survey)6) 서비스를 디지털장서에 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 4) 보존활동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원개발에 참여하며 이를 장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3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가. 역사와 목표

캐나다는 기존의 캐나다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Canada, 1872년 설립)과 캐나

다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 1953년 설립)의 자료, 인력, 서비스를 통합하여 

6) PAC가 수행하는 보존평가조사(Preservation Assessment Survey) 서비스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소

장하고 있는 장서의 중요성, 이용정도, 상태와 보존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표본 

서베이도구이다. 보존 우선순위를 규명하고, 보존영역에서 투자의 영향이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주며, 

비교 가능한 조직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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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을 설립하였다. 캐나다 국

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은 현재 및 미래 세 의 편익을 위하여 캐나다의 문헌유산을 보존하

여 캐나다 정부와 그 소속 기관들의 지속적 기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수행업무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이 지난 140여 년 동안 납본과 기증 등을 통하여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양적으로 방 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다. 2014년 2월 현재, 도

서 약 2,000만 책, 공공 및 민간기록물 241Km, 설계도와 지도 300만 장, 사진자료 3,000만 

점, 각종 필름 9만 점과 55만 시간이 넘는 시청각기록물, 미술품 42만5천 여 점, 악보와 음악

자료 55만 점, 전국지와 지방지와 기관지 등 모든 종류의 신문, 그리고 전자자료 약 450만 

메가바이트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은 캐나다의 국가 문헌을 보존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세 의 지속적 이용을 보장할 책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완

수하고 있다. 첫째는 보존 및 디지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록물의 열화를 예방하고 장기적 완전성(Integrity)을 보존하는 인

프라(보존센터(Preservation Centre), 질산염필름보존소(Nitrate Film Preservation Facility), 신

축 고 도보존서고)를 최적화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의 보존활동은 장서의 물리적 관리, 열화의 예방과 이미 

훼손된 기록물의 수리, 너무 취약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체자료 

복제(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자료의 보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2013~14회

계연도에 약 1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150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시청각자료 마이

그레이션 전략(Audicovisual Migration Strategy)’을 중점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홈페이지).

다. 보존시설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의 보존활동은 부분 오타와(Ottawa) 본부에서 약 

25km 떨어진 퀘벡주 가티노(Gatineau)에 위치하고 있는 보존센터(Preservation Centre)에서 

수행된다. 1997년에 개관한 이 기관은 캐나다의 기록유산 보존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조건을 

갖춘 서고들과 보존처리와 복제 등 다양한 보존활동을 수행하는 최신의 작업실을 갖추고 있

다. 보존서고는 각각 약 350㎡ 규모의 48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정교한 방화시설

과 화재진압시스템은 물론 보존하는 자료의 성격에 맞는 환경조건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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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대습도 시설·설비

도서 18±2℃ 40±5% 모빌랙

종이문서
흑백사진과 필름자기

및 전자기록물
18±2℃ 40±5% 종이상자/모빌랙

지도
포스터

종이에 그려진 미술작품
18±2℃ 40±5%

종이상자 또는
캐비닛/모빌랙

흑백영상필름 18±2℃ 25±5% 모빌랙

컬러 및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영상필름과 사진

-18±2℃ 30±5% 냉동실

미술품
지구의
박물류

18±2℃ 50±5%

모빌걸개랙
(mobile hanging 

racks)

[표 1] 캐나다 국립도서   보존기록  보존서고의 자료유형별 환경조건과 시설

질산염필름보존소(Nitrate Film Preservation Facility)는 오타와 외곽에 자리 잡은 커뮤니

케이션연구센터(Communications Research Centre)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에 완공된 

이 시설에는 캐나다 초기 영화와 사진을 비롯해서 1912년 이전에 제작된 필름 릴 5,575점이 

보존되고 있다. 이 필름들은 재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아울러 2013~14회계연도에 최신시설을 갖춘 보존서고를 가티노에 신축하였다. 이 시

설에는 기존 오타와 소재 서고에 보관하고 있던 아날로그 자료 중에서 신문자료와 제2차 세

계 전 참전자 관련 기록물을 옮겨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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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 국립도서관

가. 개요

호주 국립도서관은 총 5개 건물로 운영되고 있다. 4개(본관, 원격보존을 위한 보존소 2관, 

exhibitions fabrication workshop 1관)관은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으며, 하나는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자카르타 소재 호주 사관 내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다. 장서는 약 1,000만 책으로 유

형은 도서, 저널, 신문, 보존기록, 매뉴스크립트, 사진, 악보, 지도, 웹사이트, 구술사 및 민속

녹음 등이 포함된다. 2012~2013년도에는 신규자료를 132,400책 입수하였다. 

소장자료 중 일부를 선정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하는데, 2013년 6월 현재 203,469점이 디지

털화되었다. 도서관은 PANDORA를 통해 웹사이트와 온라인출판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호주 

웹도메인에 한 규모 하베스팅을 수행하였다. 2013년 6월 현재, 도서관의 디지털장서의 

총규모는 2.5 petabytes를 넘어섰다(호주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나. 조직

호주 국립도서관 자료보존은 보존서비스과에서 담당하며 과장 이하 보존담당 매니저와 

디지털보존담당 매니저가 각각 해당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다. 정책문서

호주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업무 영역에서 관련 정책

을 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자료보존활동을 위한 정책의 표적인 것으로

는 보존정책(Preservation policy)과 재난 비계획(Collection Disaster Plan), 디지털보존정책

(Digital Preservation Policy, 4th ed. 2013)이 있다(호주 국립도서관 홈페이지).(<부록 4>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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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랑스 국립도서관 

가. 역사와 목표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미래세 와 소통하고 지식을 전

달할 수 있는 보존을 중요한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개관이래 보존을 위한 임무 수행

을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보존을 위해 Francois-Mitterand(BnF) 보존센터, Richelieu 보존

센터, Bussy-Saint-Georges 보존기술센터, Joel-Le-Theule 보존기술센터 등 4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프랑스의 자료보존을 책임지고 있다. 

[그림 7] 랑스의 자료보존을 한 기

Francois-Mitterand(BnF)의 보존센터는 보존업무 미션을 위한 중앙서비스센터로서 보존활

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각 기관 혹은 분과의 협력을 조정한다. 그 외에도 보존을 위한 

활동 예를 들면, 자료관리(가벼운 수선 및 청소), 수작업 제본, 복원 및 두꺼운 자료의 수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위한 간단한 설비 비품,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조절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Bussy-Saint-Georges 보존기술센터는 보존을 위한 공간과 그 처리를 위해서 1995년에 설

립된 국립도서관 지역보존관으로 파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존

을 위한 활동으로는 더 이상 소통될 수 없는 책을 새롭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돌려놓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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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François-Mitterand(BnF) <중앙 서비스센터> 복원, 제본, 환경조절, 디지털화, 교육/연수

Bussy-Saint-Georges
복원, 재생산/디지털화, 보존/복원 실험실 운영, 비디오/오디오 자료의 보존, 소독/살

균, 교육/연수

Richelieu 복원, 재생산, 보존/복원 실험실 운영, 그래픽자료의 보존센터, 교육/연수

Joel-Le-Theule 복원, 재생산/디지털화, 대량탈산, 교육/연수

[표 2] 랑스의 자료보존   그 역할

해 마이크로화(은의)하여 재생산하는 활동, 19세기의 자료의 디지털화, 프랑스 국립도서관 내

에서의 이용을 위해 마이크로화한 모든 자료의 원형 보존을 위한 활동,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서 이용이 불가능한 훼손된 자료의 복원 및 보존, 오페라 등 지역 도서관을 위한 보존을 위

한 과학적, 기술적인 업무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이 센터에서는 법적으로 납

본 받은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2번째 부수의 안전한 보존에 한 책임을 지고 있다.  

Richelieu 보존센터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복원활동의 기원이 되는 곳으로 파리2구에 위치

하고 있다. 현재는 5세기~10세기에 발간된 모든 형태와 매체의 자료, 장정본, 활자본, 수사본 

등의 자료복원에 관한 책임과 임무를 맡고 있다. 복원 이후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고 철저하

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화하거나 마이크로화하여 보존하는 역할, 즉 재생산의 임무도 맡고 

있다. 

Joel-Le-Theule 보존기술센터는 활자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파리에서 서남

쪽으로 300km떨어진 18세시의 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산성지로 출판된 자료와  1870년

에 출판된 활자본 자료들은 부식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 센터는 이러한 자료의 쇠퇴과

정을 보다 늦출 수 있는 매체로의 전환을 위해 그리고 재생산정책에 의한 자료의 내용을 보

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마이크로그래픽화, 디지털화, 종이자료, 제본된 책이나 

형 게시물자료 등의 복원, 량탈산 등의 보존 및 복원 활동을 수행한다. 

다. 수행업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보존을 위해 제본, 장정 수리, 예방과 보존, 직원의 교육 및 인

식제고 활동, 디지털화, 연구 및 최신기술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존을 위

한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통해 자료의 노화, 쇠퇴의 상태, 재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을 개발한 결과 주목할 만한 과학적인 보존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보존정책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 예방과 보존이며 

이는 최적의 보존환경을 제공하여 자료의 생애주기를 늘려 자료의 노화나 쇠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보존을 위한 직접적․간접적 활동 모두를 포함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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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연속간행물의 제본, 취약한 자료를 위한 적정한 환경조절, 자료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 표준화, 장서의 정규적인 보수 등을 비롯하여 직원의 연수 및 교육, 이용자교육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료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처치활동이다. 처치활동은 자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며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의 복원 혹은 강화를 위한 자료의 물

리적인 복원이다. 이때 복원전문가는 원본제작방식을 가능한 고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

본된 부문 혹은 작품의 망가진 부분을 보다 공고하게 하거나 체한다. 자료의 치료를 위한 

나머지 다른 처치활동은 일종의 공업적인 처치방법으로 보존을 위한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활동들을 일컫는다. 살균소독활동과 탈산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보존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은 매체변환이다. 매체변환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매체를 

통해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재생산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즉, 보존을 보

장하기 위해 원본자료를 물리적으로 수리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매체는 은필름 또는 디지털필름이 될 수 있다. 이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30년 전

부터 은필름을 이용한 재생산을 통해 보존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최근 디지털화에 의해 체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유형 혹은 매체별 보존지침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

다.(<부록 6> 참고)

1.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가. 역사와 목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본의 국가 표도서관으로 ‘자료의 수집과 보존’, ‘목록․서지․

색인의 작성과 제공’, ‘도서관협력’을 3  기능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재산․지적 자원

으로서의 국내출판물을 수집․보존하고 있다. 자료수집의 근간은 납본제도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밖에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납본제도 시행 이전의 출판물․고서․매뉴스크립트, 외국출판

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자료보존을 위해 일본국민의 문화적 재산으로 축적하여 후세

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료의 파손, 열화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디지털화 등의 매체 변환, 파손자료의 보수 외에 자

료의 방재, 보관환경의 정비 및 보존에 관한 연수 등 다양한 열화예방 책 실시와 그 보급에

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자료의 보존을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보존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보존협력프로그

램>(2006년)에 기반하여 각종 연수나 포럼 개최, 관련 정보의 배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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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국립국회도서  조직도

러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아시아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서 국내 상황을 알림과 함께 특히 아시아지역의 도서관 등에 연수․조언을 

행하는 등의 제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 조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자료보존 업무는 중앙도서관이 관장하는 5개의 부서 총무부, 조사 

및 입법고사국, 수집서지부, 이용자서비스부, 전자정보부 중 수집서지부와 전자정보부가 수행

하는 업무로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관련 업무는 <수집서지부>와 <전자

정보부>에서 이루어진다. 수집서지부는 ‘수집자료의 보존에 관한 계획의 책정 및 실시의 조

정에 관한 일(전자정보부의 관장사항에 속하는 것 제외)’, ‘도서관자료의 보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일’, ‘도서관자료의 보존에 관한 도서관 및 도서관 관계단체 등과의 연

락 및 협력에 관한 일’ 등을 관장한다. 아울러 전자정보부는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네트

워크를 통해서 관(館)이 발신하는 정보를 사용해서 행하는 도서관봉사의 기획 및 실시의 조

정에 관한일’, ‘수집자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에 관한 계획의 책정 및 실시의 조정에 

관한 일’, ‘도서관봉사 및 전자정보 등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방식의 

표준화에 관한 일’ 등을 관장한다. 

이에 더해 관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각 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한 보존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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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업무

1) 동경본관

① 보존환경

<온습도/조명관리>

본관에는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서고, 신관에는 지하8층에 이르는 지하서고가 

있다. 자료수장 서고는 보존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 22℃ 전후, 습도 55% 전

후로 조정하고 있다. 서고 내의 조명은 통로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소등하고 있다. 서가통

로 천정의 열선센서가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진입하면 점등, 퇴거하면 일정시간 후에 소등

한다. 이는 열화의 원인이 되는 형광등의 자외선을 필요 이상으로 자료에 닿지 않게 하려는 

조치의 하나이다. 에너지절약에도 공헌한다. 집서가에는 서가의 이동과 연동해서 조명이 

점멸한다. 또한 자외선에 의한 자료열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상황을 감안하면서 서고 및 

사무실 등에 저자외선타입의 형광등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귀중서 등은 신관서고 내의 귀중서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귀중서 서고에는 주로 목제서

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고 내의 기압을 높여서 먼지의 침입을 방지함과 함께 월 1회 직원

이 바닥청소를 하고 있다. 서고 안은 온도 22℃ 전후, 습도 55% 전후로 조정하고 디지털식 

온습도계의 매일 확인과 온습도 데이터로거(데이터계측․보존용 계기)를 사용한 계측에 의해 

온습도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충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벌레잡기용 접착트랩을 사용한 조

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네거티브 필름은 동경본관신관서고 

내 및 칸사이관 서고 내에 설치된 마이크로보존서고에 수납하고 있다. 마이크로보존서고는 

전용의 공조설비를 갖추고 온도 18℃ 전후, 습도 25% 전후로 조정하고 있다. 또 동경본관에

서는 보존서고 내에 설치한 습도조정 캐비넷에 칼라필름을 보관하고 있다.

<방재 책>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본관서고에는 이산화탄소를, 신관서고에는 하론가스를 사용해서 소

화한다. 천정에 배치되어 있는 연기감지기가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에 자동적으로 통보하

고, 다시 소방서에 연락하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서고 내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명령을 전달

하는 비상방송 설비가 있다. 또 지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 만의 하나 소방수가 뿌려져도 지하

에 누수 되지 않도록 1층의 바닥에도 충분한 방수조치가 되어있고 서고 내에 습기가 차는 

것을 적극 피하려는 조치가 되어 있다.

<서가배치>

귀중서와 준귀중서를 제외하고 모든 자료는 철제서가에 배가되어 있다. 서가의 최하단과 

바닥 사이를 될 수 있는 로 띄어놓아 바닥으로부터의 온․습도 변화를 직접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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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울러 서고 내의 통기를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자료 배치하였다. 

<자료의 성질을 배려한 환경 만들기>

귀중서와 고전적자료에는 독립된 서고 내서고가 설치되어 있다. 귀중서와 준귀중서로 지

정된 자료나 그에 상당하는 자료는 졸참나무의 합판을 사용한 목제서가에 배치하여 서적의 

급격한 온습도변화가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밖에 캐비넷과 북트럭도 목제이다. 형광등은 

자외선 발생을 통상 99.7%까지 차단하는 것을 사용하며, 서고 내의 공기압을 높게 설정해서 

먼지의 진입을 방지하고 있다. 자료의 배가는 옆으로 두기가 원칙이며, 손상을 최 한으로 

억제하도록 배려하는 외에, 보존상자에 수납하고 있다. 기타 고전적자료도 철제 선반에 베니

어판을 깐 위에 배가해서 안정된 온습도가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람이 출입하는 것으로 

서고 내 온습도가 변화하므로 공기를 될 수 있는 로 흩트리지 않는 것이 긴요하다. 출입자

를 담당자로 한정, 전용 슬리퍼를 착용한다.

② 보존 책 수립

<종이자료>

종이자료의 보존을 위해 제본, 수리·복원, 보존용기에 수납, 간이보수 등을 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료보존에 관한 계획책정 및 실시의 조정, 고도 기술이나 판단을 요하는 복원 등

의 전문적인 조치는 수집서지부 자료보존과가 수행하고 있다. 량 및 획일적으로 수행하는 

연속간행물의 합책제본, 량의 보존용기의 제작 등은 외부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또 경미

한 파손에 한 간이보수는 자료를 관리하는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 장짜리 지도자료

에 해서는 이용에 의한 손상과 종이의 산성열화가 진행된 것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

부의 지형도를 상으로 해서 탈산처리와 폴리에스테르필름 봉입(encapsulation)에 의한 보호

를 외부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가운데 보존용 네거티브 필름에 해서 열화 책(되감기 및 포재(包材) 교

환) 및 제작년 가 오래된 필름의 상태조사를 수행했다. 또 SP 레코드의 크리닝, 16mm 등 

영상필름의 상태조사를 수행했다. 전문적인 보존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자료파손에 

해서는 자료의 소관 부서에서 간이보수를 행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과 필요한 조치의 판단

이 가능하도록 수집서지부 자료보존과가 해당 자료 담당 부서 직원에게 간이보수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매체변환>

자료의 매체변환을 행하고 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본의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매체

변환의 방법은 디지털화를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화는 외부기관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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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③ 협력활동

<IFLA/PAC 아시아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활동>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아시아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국제센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이나 다른 지역센터와 제휴협력해서 보존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

료보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의 도서관과 관련 기관, 아시아지역의 국립도서관 등에 배

포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8월에는 태국 등 국가에 자료보존을 주제로 한 연수강사를 파견

하기도 하였다.

<전국적 자료보존협력활동>

국내의 도서관과 기록관 등의 자료보존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연수와 포럼

의 개최하고 국내의 도서관 직원 등을 상으로 자료보존에 관한 연수 실시하였으며, 동일본

지진에 피해를 입은 자료의 복구에 관한 지원업무를 실시하였다. 

④ 자료보존지침 개발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보존과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

한 기본 강령을 개발하여 보존활동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칸사이관

칸사이관은 지하 2층부터 지하4층이 서고이다. 서고는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최적 환경

(온도 22℃, 습도 55%)을 유지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에는 고정서가, 지하4층에는 전

동 집서가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4층에는 마이크로자료를 효율적으로 수납하는 전동회전파

일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지하3층과 지하4층의 북측은 뚫려서 자동서고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서고는 자료의 출납 작업을 기계화한 서고이다. 약 140만책을 수장할 수 있는 일본최

급 규모로 고정서가로 서고를 구성하는 경우에 비해서 약 4배의 수장능력을 가진다. 자동서

고 내에는 평균 50책의 책이 들어가는 반투명 컨테이너가 약 28,000개 수납되어 있다. 청구

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컨테이너 단위로 호출된다. 

마이크로필름 등 마이크로자료에는 습기가 적고 찬 환경이 요구된다. 네거티브 마이크로

필름 보존서고는 이러한 마이크로자료 전용으로 설계된 설비로서 다른 서고구역에 비해서 

저온저습(18℃, 25%)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온습도 변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단

열기 패널로 방 속에 방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고 출입구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

3) 국제어린이도서관 서고

국제어린이도서관 서고는 1층부터 6층까지(2층과 3층 중간에 M3층 포함) 7개 층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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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서가를 두기 위해서 모두 집서가를 사용하고 있다. 집서가는 

수동으로 핸들을 돌려서 통로를 만드는 서가, 형광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되어 있다. 창 부분

은 외부에서 보면 창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부는 막혀있고, 안쪽에 내벽을 형성해서 햇빛이

나 바깥공기의 온습도 변화가 서고 내에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기조절은 서

고전용 공조기를 사용하여 온습도를 제어한다. 소화시설은 질소가스이다. 소화성능 향상과 

인체에 한 악영향 회피, 지구환경을 배려해서 채용했다. 

1.7 벨기에 왕립도서관

가. 역사와 자료보존활동

벨기에 왕립도서관은 15세기 부르고뉴 공의 필사본 900점을 소장한 것으로 시작, 1837

년 왕립도서관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벨기에 왕립도서관의 자료보존은 보존관리과와 복

원처리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보존과는 소장공간의 환경, 화재, 자료보안 등 소

장자료의 예방보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훼손지도(Damage Atla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훼손에 한 처리 방법

(훼손자료를 복원처리부서로 보낼지 직접 수선할지 결정) 등을 제시하여 자료의 훼손 유형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원처리는 ‘훼손지도(Damage Atlas)’에 따

라 복원처리로 신청된 자료를 복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외에도 귀중본 위주로 복원 상자료

를 선정하여 디지털화하고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서고 보존관리를 위해 먼지 제거 및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바닥먼지 청소를 위해 

물을 이용하는 청소기가 서고 습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용하고 있으며, 서고 환경관

리를 위해 서고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서고지도에는 서고의 면적, 바닥/벽 종류, 배

수관 위치, 공조기 위치, 창문여부 등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서고환경 분석은 중앙통

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외부에서도 서고 환경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2012).

1.8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가. 개요와 조직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1798년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교육부와 문화과학부의 재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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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네덜란드 국립도서  조직도

원을 받아 자치행정기관으로 승격하였다. 네덜란드는 법정 납본제도가 없으며 출판사와의 자

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략 5년 전부터 디지털자료의 보존 비

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2,000만 테라바이트를 소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재정 & 협력 서비스부, 마케팅 & 서비스부, 운영부, 혁신 & 개발

부 등 4개의 부서로 운영 중이며, 자료보존은 운영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 모두 장서관리과(collection care)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전략 역시 동일하게 처리된

다. 

나. 자료보존활동

1) 메타모포제(Metamorfoze)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국가 보존프로그램인 메타모포제(Metamorfoze)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이 협력하여 시작한 것으로 인쇄출판물의 열화와 잉크

산화 등 종이자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훼손 원인으로부터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네덜란드 최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별도 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홍보, 소식지 발간, 관련 기관간의 워크숍 진행 등의 업무와 탈산

처리, 잉크산화처리, 멸실부분 복원, 보존상자 제작, 매체변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도서관이 총괄하고 국내 모든 주요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에서

는 디지털화 가이드라인과 마이크로필름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각 도서관에 배포하였

으며, 환경의 변화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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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각매체와 디지털매체의 보존

시청각자료는 디지털매체로 변환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하였으나 변환에 시간과 예산이 많

이 소요되는 이유로 현재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출판물은 장기적인 보존과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e-Depot 프로그

램으로 운영 중이다. 디지털파일의 보존공간은 4개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2개는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2개는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더해 도서관 외부에 별도의 보존

영역을 두어 원본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디지털화 작업은 구글(Google)과 프로캐스트

(ProQuest)와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는 18~19세기 자료 20만권을 디지털화하였으며, 도서관 

외부에서 스캔작업을 실시한다. 프로캐스트와는 1450~1800년 발행된 귀중자료 3만점 가량을 

디지털화하였으며, 도서관 내부에서 스캔작업이 실시된다. 

3) 서고 및 보존처리실 운영

서고에 보존하는 자료는 자료 유형에 상관없이 크기에 따라 배가하고 도난되기 쉬운 자

료는 별도의 보안서고에서 관리한다. 모든 자료에는 바코드를 부착함과 동시에 귀중자료나 

훼손자료에는 중성카드를 자료에 끼워 관리한다. 

보존처리실에서는 디지털화가 결정된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스캔작업을 실시할 자료와 

보류할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화가 결정된 자료 중 복원이 필요한 자료를 우

선적으로 보존처리하고 있다. 특히 귀중자료는 가죽제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본된 부분

을 중점적으로 재제본 위주의 복원처리가 이루어진다(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2012).

1.9 종합 : 해외 국가도서관 자료보존활동의 시사점

첫째, 해외 국가도서관의 경우 많은 도서관이 자료보존부서를 독립적인 부서로 설치하여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자료보존을 위한 인력 역시 충분하고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료보존업무를 도서관봉사국(Library Services) 내 자

료보존부(Preservation Directorate)로 편성하고 있으며, 자료보존부는 제본 및 장서관리과, 보

존처리과, 매체변환과, 연구 및 시험과 산하 4개의 과 단위로 전문화되어 있다. 업무의 세분

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00여명을 상회하는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

시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규모와 인력체계는 영국 국가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국가도서관의 경

우 오래된 도서, 지도, 필사본, 예술작품 등을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원처리

를 자료형태 별로 3군데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존인력도 190여명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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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프랑스 국립도서

관도 예외는 아니다. 

둘째,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자료보존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여 제시하고 있는 영국 국가도서관의 사례가 특징적이다. 자료의 보존활동은 국가도서관

이나 지역도서관 또는 개별 도서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적 상황이나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규모의 거점형 도서관 뿐 아니라 개별도서

관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수행가능한 영역이 있다. 이에 국가도서관 차원에서의 이러한 지침

은 다양한 규모와 수준의 도서관이 자료보존활동 지침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별로 보존지침을 마련하고 있거나 보존정책을 수

립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도서관 자료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

침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기준이 있지만, 국가도서관 차원에서도 보존지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적인 사례로 미국 의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낱장종이자료, 제본된 도

서, 사진, 스크랩북과 앨범, 신문, 시청각자료, 영화용필름 등으로 분류하여 보존환경과 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도 자료보존활동을 위한 보존정책, 재난 비계획, 디

지털보존정책 등을 성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보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벨기에 왕립도서관은 전체 장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훼손지도(Damage 

Atlas)’라는 프로그램을 도서관 내부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의 훼손유형과 원인, 

처방법을 쉽게 구분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도서관직

원 전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해외 국가도서관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국가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료보존과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의 확 와 인력의 보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과 인적자원이 

선결되어야 관련 정책과 지침의 수립, 연구, 협력 등의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료보존 관련 표준과 지침

2.1 매체 및 매체관리

가. 종이

<ISO 9706:199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aper for document --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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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rmanence>

인열 시험(tear test)에 의한 종이의 최소 강도, 알칼리함유율 측정에 의한 산성을 중화시

키는 성분(탄산칼슘)의 최소 함유량, 카파수(kappa number) 측정에 의한 쉽게 산화하는 재료

의 최  함유량, 종이의 최  및 최하 수소이온농도(pH) 값 등 영구지(permanent paper)의 

요건을 명세한다. 이 표준은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7), 독일8), 프랑스9) 등에서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ISO 11108:199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rchival paper -- Requirements for 

permanence and durability>

영구적 보존과 빈번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와 출판물의 사용되는 종이는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모두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이 표준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미인쇄 상태

의 종이에 요구되는 요건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한국, 영국10) 등에서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

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ISO 11798: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ermanence and durability of 

writing, printing and copying on paper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도서관, 기록관 및 기타 보존 환경에서 보존하는 종이문헌에 인쇄된 이미지의 안정성과 

내구성은 수록정보의 지속적 가독성 및 마이크로물 등으로의 매체변환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이 표준은 안정적 이미지의 요건과 테스트 방법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영

국11), 독일12), 호주/뉴질랜드(공동)13) 등에서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ISO 16245:200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oxes, file covers and other 

enclosures, made from cellulosic materials, for storage of paper and parchment 

documents>

7) BS EN ISO 9706:200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aper for documents. Requirements for 

permanence.

8) DIN EN ISO 9706:2010-02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 Papier für Schriftgut und 

Druckerzeugnisse - Voraussetzungen für die Alterungsbeständigkeit (ISO 9706:1994); Deutsche 

Fassung EN ISO 9706:1998

9) NF EN ISO 9706 Décembre 1998 Information et documentation - Papier pour documents - 

Prescriptions pour la permanence. 

10) BS ISO 11108:199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rchival paper. Requirements for permanence 

and durability

11) BS ISO 11798: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ermanence and durability of writing, printing 

and copying on paper.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12) DIN ISO 11798:2001-01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 Alterungsbeständigkeit von Schriften, 

Drucken und Kopien auf Papier - Anforderungen und Prüfverfahren (ISO 11798:1999) 

13) AS/NZS ISO 11798: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ermanence and durability of writing, 

printing and copying on paper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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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와 양피지에 작성된 문헌의 장기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셀룰로오스 재질의 상자와 파

일커버의 요건을 명시한다. 이 표준은 영국14), 독일15), 프랑스16) 등에서 부합화에 의한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ANSI/NISO Z39.48-1992 (R2009) Permanence of Paper for Publications and 

Documents in Libraries and Archives>

미국의 국가표준으로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일상적 이용 및 보관 조건 하에서 심각한 열

화 없이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는 종이의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팅종이와 무코

팅종이 각각에 해서 수소이온농도(pH), 인장강도(tear resistance), 알칼리함유율, 제지원료

의 최소기준과 시험방법, 인증표식을 다룬다. 1992년에 미국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 의해 승인을 받았고 2010년 1월 4일자로 재승인을 받았다. 

<AS 4003-1996 Permanent paper>

ISO 9706:1994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호주 국가표준이다.17) 일상적인 도서관 및 기록관 

환경조건에서 보관하고 사용할 경우 열화 없이 장기간에 걸쳐 존속할 것을 기 할 수 있는 

수준의 종이에 해 요구되는 화학적, 섬유적 및 물리적 요건을 제시한다.

<GB/T 24422-2009 信息与文献 档案纸 耐久性和耐用性要求>

보존기록용지의 내구성과 이용에 견디는 정도의 요건에 한 중국의 국가표준이다.

<GB/T 24423-2009 信息与文献 文献用纸 耐久性要求>

문헌용지의 내구성 요건에 한 중국의 국가표준이다.

<KS M ISO 9706: 2009 문헌정보 -- 문서용지 -- 보존성에 한 요구사항>

ISO 9706:1994를 기반으로 부합화를 통해 채택된 한국의 국가표준이다. 2004년에 KS X 

ISO 9706으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문서에 사용되는 

보존용지의 요구사항에 하여 규정한다. 이 요건은 인쇄되지 않은 종이에 적용할 수 있으나 

판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KS M ISO 11108:2009 문헌정보 -- 기록보존용지 -- 보존성 및 내구성에 한 요구사항>

14) BS ISO 16245:200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Boxes, file covers and other enclosures, made 

from cellulosic materials, for storage of paper and parchment documents

15) DIS EN ISO 16245:2012-05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 Schachteln, Archivmappen und andere 

Umhüllungen aus zellulosehaltigem Material für die Lagerung von Schrift- und Druckgut aus Papier 

und Pergament (ISO 16245:2009)

16) NF ISO 16245 Juin 2011 Information et documentation - Boîtes, chemises et autres contenants en 

matériaux cellulosiques, pour le stockage des documents sur papier et parchemin

17) 이 표준의 개발과정에서 호주국립도서관은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http://www.nla.gov.au/about-us/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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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1108:1996을 기반으로 부합화를 통해 채택된 한국의 국가표준이다. 2004년에 KS X 

ISO 11108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기록보존용지의 요

구사항에 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은 영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 높은 보존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출판물과 기록물에 사용되는 미인쇄 종이에 적용할 수 있다. 기록보존용지는 기본

적으로 역사적, 법률적 혹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 때문에 영구히 보관하기 위한 기록물과 출

판물에 사용된다. 특수 목적을 위한 기록보존용지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표준

과 KS M ISO 9706 간의 관계는 부속서 A에 기술되어 있다.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2013>

이 표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2013년에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종이기록물을 영구보존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타 종이매체에 수

록된 정보자료를 보존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훼손된 종이기록물 처리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담당자에게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기

록유산을 보존,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이기록물 보존·복원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 종이기록물 보존처리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 종이기록물의 보존처리 방법, 종

이기록물의 복원처리방법, 종이기록물의 보존용기에 해 다룬다. 부속서에서는 잉크매체의 

수용성과 안정성 테스트 방법, 접착제의 사용과 제작 방법, 기록물 상태 측정과 분석 방법 

등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마이크로물

<ISO 4087:2005 Micrographics -- Microfilming of newspapers for archival purposes on 

35mm microfilm>

도서관 등에서 보존용으로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는데 한 일반원칙

을 다룬다. 이 표준은 영국18), 오스트리아19) 등에서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ISO/TR 18160:2014 Document management -- Digital preservation -- Analog recording 

to silver-gelatin microform>

은-젤라틴 마이크로필름은 여러 유형의 마이크로필름 중 영구보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보고서는 흑백 은-젤라틴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디지털

이미지의 일관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장기간에 걸쳐 필름의 품질을 최적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품질관리절차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18) BS ISO 4087:2005 Micrographics. Microfilming of newspapers for archival purposes on 35 mm microfilm

19) ÖNORM EN ISO 4087 - Mikrographie - Mikroverfilmung von Zeitungen für Archivzwecke auf 

Mikrofilm 35 mm (ISO 4087:1991) 오스트리아국가표준은 ISO 4087:1991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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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M MS45-1990 Recommended Practice for Inspection of Stored Silver Gelatin 

Microforms for Evidence of Deterioration>

국제 정보 및 이미지관리협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and Image Management, 

AIIM-International)에서 작성한 표준으로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에 의해 미국국가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은-젤라틴 마이크로물을 상으로 한 열화 검사 절차를 제시한다.

<Guidelines for Newspaper Preservation Microfilming, compiled and edited by IFLA 

Round Table on Newspapers, IFLA Section on Serial Publications. Hague: IFLA 

Headquarters, 1996>

도서관에서 쉽게 열화되는 신문자료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도움을 주

기 위해서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작성·출판한 매뉴얼이다.  

<AS 3674-1989 Storage of microfilm>

흑백마이크로필름의 보관 및 장기보존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 호주국가표준이다. 필름을 

테스트하고 다루는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BS 1153:1992 Recommendations for processing and storage of silver-gelatine-type 

microfilm>

은-젤라틴 마이크로필름의 처리와 보관(상업적 단기보관 또는 장기보존) 방법을 제시하는 

영국표준이다. 

<KS X 5909 마이크로필름의 품질과 보존 방법, 1988>

은-젤라틴 마이크로필름을 사용하여 촬영 및 현상처리된 필름이 촬영 규격 로 정확하게 

촬영되었는지 검사하고 지정된 보존기간 동안 보존 가능하도록 현상처리되었는지에 한 시

험 방법과 현상처리된 필름의 보존방법에 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은 롤필름, 마이크로피시, 

필름재킷, 애퍼처 카드 및 이에 준하는 형태의 마이크로필름에 적용된다.

다. 시청각자료

<ISO 12606:1997 Cinematography -- Care and preservation of magnetic audio 

recordings for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오디오 매체의 안정화와 보존에 필요한 보

존요건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이다. 한국, 영국20) 등에서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20) BS ISO 12606:1997 Cinematography. Care and preservation of magnetic audio recordings for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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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 12606 영화기술 -- 영화와 텔레비전용 자기 오디오 녹음 매체의 관리와 보

존> 

이 규격은 영화와 텔레비전용 자기 오디오 녹음 매체의 보존과 저장고의 조건에 한 권

장 사항을 규정한다. 즉 임시 보관소나 창고에 보관하면서 가끔 재생하거나 복사용으로 이용

하는 자기 녹음 매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기 위한 권장 사항과 저장소에서 입출고할 

때의 자기 녹음 매체의 관리와 운송 방법 등에 해 기술한다. 따라서 장기보존에 한 규격

은 아니다. ISO 12606:1997의 부합화 표준이다.

<Roosa, Mark. Care, Handling and Storage of Photographs> 

이 출판물의 목적은 사진자료 열화의 방식과 원인, 그리고 열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 

등에 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이 소장하는 다

양한 유형의 사진매체의 구조, 장서관리, 열화, 화학적 처리와 이미지 안정화, 보존시스템과 

용기, 디지털 출력 등이다.

<Wagner, Sarah S. Cold Storage Handling Guidelines for Photograph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1991>

보존기록관(archives)에서 사진기록물을 보관하거나 다룰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 주요 

내용은 저온저장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기록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장비, 저온항습저장

서고의 사진기록물에 한 접근, 사무실 환경에서 항습서고로 재정리하기, 저온서고의 적응

실 이용방법, 습기제어장치가 없는 서고나 냉동서고에서 사진기록물에 한 접근, 서고설비 

고장의 예방, 접근 및 재정리를 위해 저온서고 밖으로 나온 기록물의 취급 등이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IASA) Technical 

Committee. Guidelines on the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Digital Audio Objects, ed. 

by Kevin Bradley. 2nd ed. 2009>

시청각자료는 문화유산을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므로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

하다. 이 지침은 디지털 동영상객체의 생산과 보존방법에 한 것이다.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원본을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화 방법과 이를 장기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디지털화의 기

본원칙, 메타데이터, 식별자, 원자료로부터의 신호 추출, 장기보존용 포맷과 시스템, 접근, 디

지털화를 위한 협력과 계획, 자원 등을 다룬다.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Preservation of Photographic Material, 

[by] Susie Clark. Revised. ed. 2009>

1999년 초판 출판한 후 2009년에 개정된 사진자료보존에 한 간략한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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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

<IFLA Princip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Library Material, Complied and edited 

표 Edward P. Adcock, with the assistance of Marie-Therese Varlamoff and Virginie 

Kremp, IFLA PAC, 1998>

이 자료는 보존에 한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개인과 기관에게 도서관자료의 관리

와 취급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이 문헌은 도서관사서들이 보존자료에 관련된 위험요

인들을 직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확실한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작성되었다. 책 등 종이 매체, 사진 및 필름 매체, 시청각 매체 등의 특성, 도서관자료의 

적절한 관리와 취급 방법 등을 다룬다. 도서관자료의 보존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2009년 국

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에서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취급을 위한 IFLA 원칙』(IFLA PAC 

자료보존·복원기술자료집 제1권)으로 번역 소개하였다.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12>

국가기록원이 제정한 공공표준으로 종이기록매체, 시청각기록매체, 전자기록매체 등 모든 

종류의 기록매체에 요구되는 조건과 관리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각 매체유형별로 정의, 특

성, 분류, 요구기준, 보존환경 및 매체의 일반적인 보호 및 취급방법을 다룬다. 원문은 국가

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보존서고관리

<ISO 11799:200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Document storage requirements for 

archives and library materials>

이 표준은 보존기록과 도서관자료의 장기보존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서고의 특성, 즉 서고

건물의 입지와 구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다룬다. 이 표준은 모든 유형의 도서관자료가 함

께 보관되는 일반적 서고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정한 자료에 필요한 보존조건을 구현하도록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고 내에 일정한 영역이나 구획을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

다. 양피지, 사진이나 기계가독형 자료처럼 종이기반이 아닌 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특별한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서고관리절차도 다루지 않는다. 이 표준은 독일21), 프랑스22) 등에서 

부합화에 의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21) DIN ISO 11799:2005-06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 Anforderungen an die Aufbewahrung von 

Archiv- und Bibliotheksgut (ISO 11799:2003)

22) NF ISO 11799 Janvier 2004 Information et documentation - Prescriptions pour le stockage des 

documents d'archives et de bibliothè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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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William K. Environmental Guidelines for the Storage of Paper Records.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1995>

이 기술보고서는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종이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다룬 것은 온도, 상 습도, 빛, 공기오염물질과 미립자이다. 각종 요인들에 

한 수치값과 절차 등을 추천한다. 

<PD 5454;2012 Guide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materials>

영국국가표준기구(BSI)가 기존의 BS 5454:2000(보존기록문서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권고)

와 PD 0024:2001(BS 5454:2000의 해설서)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체하면서 완전히 개정하여 

2012년에 제정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도서관자료, 그리고 접근이 제

한되거나 전시중인 자료에 해서도 적용된다. 이 지침은 영국의 지리 및 환경 조건을 염두

에 두고 이들 자료의 보존과 이용에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보존서고를 높은 수

준으로 건축하거나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아키비스트, 사서, 보존처

리전문가(conservators), 박물관큐레이터, 보존서고 및 그에 관련된 검색실·열람실과 전시실의 

설계·건축·비품과 유지관리에 관여하는 건축가, 시설관리자, 엔지니어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

되었다. 이 지침은 종이나 양피지 문서, 도서, 지도와 설계도 등 모든 전통적인 재료와 포맷

은 물론이고 사진매체와 기계가독매체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보존자료

의 보존환경, 보존서고의 입지와 구조, 화재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PAS 198:2012 Specification for mana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cultural 

collections>

보존처리(conservation), 환경관리, 보존시설, 보존, 훼손예방(damage prevention), 자료취

급법 등을 다루고 있는 영국의 표준이다.

<NAK/S 11:2008(v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와 동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6]에 근거하여 2008년에 제정한 공공표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

설·환경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통령기록관이 표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기관의 자료보존시설의 서고, 업무, 서비스 

구역과 기타 공간의 공간구성,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과 지원체계(항온항습 및 공기정화체계, 

소화체계, 전력체계)에 하여 규정하였다. 부속서에서는 온·습도, 공기질, 조도의 측정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 표준은 ISO 11799:2003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Storage Furniture, [by] Jonathan 

Rhys-Lewis. Revised e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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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은 2007년에 Specifying Library and Archive Storage로 출판되었던 이 북크릿은 도

서관과 기록관의 보존서고에 갖추어야 할 가구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2.3 재난관리

<Unesco. Disaster Planning: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이 가이드는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하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가이드에서는 화재, 수해, 지진, 해충 피해 등과 

같은 재난에 해 그 예방방식, 비방식, 응방식, 복구방식을 제시한다. 재난 종류에는 홍

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반달리즘이나 테러와 같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한다. 

<IFLA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 a Brief Manual, by John McIlwaine, under 

the direction of Marie-Therese Valamoff. IFLA PAC, 2006>

자료보존기관의 재난 비와 계획을 위한 자료로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가 출판한 매뉴얼이다. 위험요소 평가(잠재적 재난의 원인 파악), 예방 및 보호(재해 위

험 관리), 준비, 재난 발생 시 처 및 응, 복구 등에 해서 설명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도

서관연구소 자료보존실에서 2011년에 『IFLA 재난 비·계획 매뉴얼』로 번역 소개하였다

(존 맥웨인 저 ; 이귀복, 현혜원 번역 및 감수, 2011). 

<Smithsonian Institution. Fire Safety-Inspection Form for Cultural Institutions>

문화유산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기관자체 체크리스트이다.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isaster Plan>

본 매뉴얼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재난 예방 및 보존 정책’은 방재 담당 직

원을 위한 재난 비 활동 매뉴얼로서 잠재적 재난에 비한 체크리스트, 재난 비 전략의 

관리를 위한 정책과 활동, 재난 담당자의 역할과 기능, 재난 비 물품 목록을 소개한다. 제2

부 ‘재난 활동’에서는 재난활동 절차와 매체별 취급 방식 등을 소개한다. 

<KS X 6500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 비계획, 2010>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 또는 민간조직이 재난을 당했을 때 조직의 자산인 기록을 보호하

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기록관리의 업무절차와 요건과 그 실행에 관한 지침

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기록관리의 요건과 기록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에 해서는 KS X ISO 

15489(문헌정보-기록관리) 표준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표준은 필수기록관리의 원칙과 요건

을 규정하고 재난의 상황에 따른 재난 비 및 재난 응 기록관리지침에 따라 필수기록을 관

리하고, 이를 위한 필수기록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발생시 조직의 기록관리업

무를 지원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이 표준은 필수기록의 보호, 유지, 분류, 조사, 계획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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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준비되었다. 이 표준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의 기록과 정보를 식별하는지 침

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록과 정보를 보호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필수기록과 

정보의 손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나 비상업무를 담

당할 인력이 부족한 작은 조직에서는 책임을 나누어 이 표준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

법을 정해야 한다.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12>

국가기록원이 2009년에 제정하고 2012년에 개정한 공공표준이다. 이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할 기록물의 보안 및 재

난관리에 한 기준을 더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각 공공기관은 이 표준에 따라 

기록물에 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보안 및 재난 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기록

물관리기관의 보안관리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재난관리 기준, 전자기록물 재난관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체크리스트 및 예시를 수록하여 보안 및 재난관리 수준을 점검하

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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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관리보존과 환경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1.1 소장자료의 규모 및 연간증가량

201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는 총 9,702,290점이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내서 671만권, 외국서 118만권, 고서 27만권 그리고 비도서 152만점이다. 단행본

이 전체 자료의 81.4%을 차지하며, 비도서자료는 전체자료의 15.7%, 고서는 274,068권으로 

2.8%를 차지한다.

구분 소장자료량 비중(%)

국내서 6,714,838 69.2

외국서 1,186,183 12.2

고서 274,068 2.8

비도서 1,527,201 15.7

합계 9,702,290 100

[표 3] 국립 앙도서 의 소장자료 황 (2014년 8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2004년 500만권을 돌파하였으며, 2014년 1,000만권을 돌파할 것으

로 예측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 10년 동안 연간 50만권씩 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 4,766,960책이었던 자료가 2013년에는 9,374,474책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무려 4,607,513책(196.7%)이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간 증가율이 8~9%였다. 이런 추

세라면 늦어도 9년 후인 2023년에는 2,000만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고서 비도서 합계

2003 3,150,954 258,488 414,068 253,710 689,740 4,766,960

2004 3,457,378 271,857 444,736 258,428 878,393 5,310,792

2005 3,755,895 282,234 477,409 260,179 928,813 5,704,530

2006 4,082,025 292,493 514,274 262,499 983,429 6,134,720

2007 4,416,206 306,425 554,670 265,092 1,039,708 6,582,101

2008 4,761,537 317,779 591,974 268,267 1,103,300 7,042,857

2009 5,105,391 327,540 591,974 269,271 1,203,934 7,498,110

2010 5,440,851 335,580 670,808 269,791 1,281,163 7,998,193

2011 5,779,192 343,844 712,479 271,288 1,349,636 8,456,439

2012 6,107,853 353,069 760,814 272,215 1,415,036 8,908,987

2013 6,443,686 364,764 792,328 273,210 1,500,485  9,374,473

[표 4] 국립 앙도서 의 연도별 자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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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립 앙도서 의 자료증가 추이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지하 3층~5층에 보존서고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보존용 원본자료만을 소장하고 있으며, 총 수장능력은 1,200만권(도서자료 800만권, 비도서자

료 400만권)이다. 2014년 8월 말 현재 이곳의 소장자료는 4,874,795권으로 이중 도서가 

4,082,918권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하며, 비도서는 791,877점으로 16.2%를 차지한다. 

구분 소장자료량(권) 비중(%)

도서 4,082,918 83.8

비도서 791,877 16.2

합계 4,874,795 100

[표 5] 디지털도서  자료보존서고 소장자료 황(2014년 8월 31일)

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서고의 소장자료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9년 이전 당시 2,935,334책

에서 2013년 4,006,104책으로 5년 동안 1,070,770책(136.5%)이 증가하였다. 비도서는 2009년 

583,127점이, 2013년 773,329점으로 늘어났으며, 총 190,202점(132.6%)이 증가하였다. 보존서고 

소장자료의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였다.

연도 도서(권) 증가율(%) 비도서(점) 증가율(%) 합계 증가율(%)

2009 2,935,334 - 583,127 - 3,518,461

2010 3,127,012 6.6 647,714 11.1 3,774,726 7.3

2011 3,333,531 6.5 688,893 6.4 4,022,424 6.5

2012 3,511,262 5.3 716,314 4.0 4,227,576 5.1

2013 4,006,104 4.1 773,329 8.0 4,779.433 13.1

2014. 8 4,082,918 791,877 4874795

[표 6] 디지털도서  자료보존서고의 연도별 소장자료 황

기존의 본관서고와 자료보존관에 나뉘어 소장되었던 자료들이 2009년 디지털도서관의 보

존서고가 구축되면서, 본관서고, 자료보존관서고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자료보존서고로 나

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관리정책은 자료의 증가량과 

서고수장능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디지털도서관의 보존서고가 보존용 원

본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역할이 변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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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서 증가량 비도서 증가량 전체 증가량

소장(책) 량(책) 율(%) 소장(점) 량(점) 증가(%) 소장(책,점) 량(점) 율(%)

2002 3,789,842 596,031 4,385,873

2003 4,077,220 287,378 7.6 689,740 93,709 15.7 4,766,960 381,087 8.7

2004 4,432,399 355,179 8.7 878,393 188,653 27.4 5,310,792 543,832 11.4

2005 4,775,717 343,318 7.7 928,813 50,420 5.7 5,704,530 393,738 7.4

2006 5,151,291 375,574 7.9 983,429 54,616 5.9 6,134,720 430,190 7.5

2007 5,542,393 391,102 7.6 1,039,708 56,279 5.7 6,582,101 447,381 7.3

2008 5,939,557 397,164 7.2 1,103,300 63,592 6.1 7,042,857 460,756 7.0

2009 6,294,176 354,619 6.0 1,203,934 100,634 9.1 7,498,110 455,253 6.5

2010 6,717,030 422,854 6.7 1,281,163 77,229 6.4 7,998,193 500,083 6.7

2011 7,106,803 389,773 5.8 1,349,636 68,473 5.3 8,456,439 458,246 5.7

2012 7,493,951 387,148 5.4 1,415,036 65,400 4.8 8,908,987 452,548 5.4

2013 7,873,988 380,037 5.1 1,500,485 85,449 6.0 9,374,473 465,486 5.2

평균 371,286 6.9 82,223 8.9 453,509 7.2

[표 7] 국립 앙도서 의 장서증가량(2002-2013)

[그림 11] 국립 앙도서 의 장서증가량 측-연간 증가량 고려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장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자료증가추이를 살펴보았

다. 도서는 연간 37만권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비도서는 연

간 8만 2천점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8.9%를 나타냈다. 자료유형에 관계없이, 지난 

10년간의 자료증가추이를 보면, 연간 45만권이상의 증가량을 나타냈으며, 평균 7.2%의 증가

율을 나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10년 후의 장서량 예측을 위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지금까지의 연간 증가율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다. 지난 10년간 전체 장서량의 연평균 증가율

이 7.2%였지만, 최근의 둔화되는 장서증가량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도서 연간 5% 증가, 

비도서 연간 6% 증가를 전제로 하여 10년 후의 전체 장서량을 예측하였다. 결과는 2025년이 

되면 전체 장서량은 1,720만여권에 도달하며, 이중 도서는 1,420만여권, 비도서는 300만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에는 전체 장서량이 1,800만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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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간 장서증가량의 평균과 최근의 증가량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다. 이를 고려하

여, ‘도서 연간 390,000권 증가, 비도서 연간 86,000점 증가’를 전제로 10년 후의 장서량을 예

측하였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장서량은 1,500만권이 되며, 이중 

비도서는 2백 50여점이며, 도서는 1,250여권이 된다. 2026년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장서량

은 1,560여권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2] 국립 앙도서 의 장서증가량 측-연간/최근 증가량 고려

국립중앙도서관의 본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의 전체 수장능력 1,800만권과 장서증가

량 연간 5~6%를 감안하면, 2026년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수용능력 한계에 도달한다. 

만약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증가량이 50만권 미만에 머문다면 그 한계상황은 5~8년 정

도 늦어질 수 있다. 

1.2 자료보존서고의 시설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는 크게 본관서고, 자료보존관서고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비도

서서고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열람용 자료는 본관서고와 자료보존관에 분산하여 보존하

고 있으며, 영구보존용 자료는 고서와 귀중서는 자료보존관에, 보존용 원본자료는 디지털도

서관 비도서서고에 보존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장능력은 본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를 합하여 

1,800만권이며,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서고를 합할 경우 1,840만권이 된다. 어린이청소년도

서관을 제외한 전체 수장자료는 862만권으로 수장능력 비 수장자료의 점유율은 47.9%를 

차지한다.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고, 지하 3층~5층의 자료보존서고에 고 도서가

가 설치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장능력은 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자료보존과 관련한 공간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51

구분 건물연면적 서고 면적 수장능력 수장량 층수
본관 34,773m2 15,975m2 240만권 212만권 지하1충, 지상7층

자료보존관 16,540m2 12,056m2 360만권 172만권 지상 2층, 지하 4층, 

디지털도서관 38,212m2 27,38m2 1,200만권 478만권 지하 3층, 지하 5층
합 계 89,525m2 55,412m2 1,800만권 862만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8,050m2 1,455m2 40만권 31만권 지상 4층, 지하 2층

[표 8]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적문화유산의 전승을 책

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한 자료의 기 수명을 연장하고자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 자료보존실 내 자료보존센터를 개설하여, 그 

내에 1)보존․복원처리실, 2)보존과학실, 3)매체변환실, 4)전자매체 보존처리실, 5)제본실, 6)탈

산처리실, 7)자료촬영실 등 총 7개의 전문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시설명 수용능력 부대시설
본관 서고 15,896m2 항온항습기(9대), 덤웨이트(3대))

자료
보존관

자료보존센터
(IFLA PAC 한국센터)

2,192m2 자료보존센터 사무실, 보존·복원처리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탈산처리실, 제본실
일반서고 5,676m2 모빌랙(1,606조)

고서고 1,666m2 개가식 목재서가(303조), 권자본서가(3조)

귀중서고 559m2 목재장, 서랍장, 고지도보관함, 신문보관함, 서고 내 조습판넬, 

특수출입문설치
자료소독실 45m2 자료소독장비(2대)

기타 정리실, 공조실, 덤웨이터, 서고 내 항온항습 설비
디지털
도서관

비도서서고 1,860m2 9단 전동식모빌랙, 전자파차단시설, 서고사무실,항온항습실 등
일반서고 10,761m2 9단 전동식모빌랙, 운송시스템, 서고사무실, 항온항습실 등 

[표 9]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주요시설 황

최신의 전문장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

서량 비 현재의 보존처리시설은 훼손예방차원의 보존처리는 물론 훼손된 자료의 수선, 복

원 작업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자료에 의하면, 

보존처리가 필요한 도서가 500만 책이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1백만 책만이 최근 10년간 

보존처리 완료되었다고 한다. 특히 보존처리가 시급한 자료가 180만 책으로, 이를 방치할 경

우 연간 3만권씩 훼손자료가 증가한다. 그러나 자료소독장비의 연간 처리량이 8만 책이고, 

자료탈산장비의 연간처리량이 4천책에 불과한 만큼 현재의 설비로는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을 통한 기 수명 연장을 기 하기 어렵다.

1.3 자료보존조직과 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업무는 장서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되

었다. 1990년  이후 장서량이 150만 책 이상으로 증가하는 한편, 보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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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훼손문제가 두되었으며, 효과적인 관리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보존계획의 

수립이 절실해졌다. 먼저 자료보존공간의 확보를 위해, 1993년 정부에 보존서고동의 신축예

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 후 199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0년 8월 자료보존관을 완공하게 된

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료보존업무담당을 위해, 2003년 자료보존관에 ‘자료보존실’을 신설하였고, 자료보

존실은 2007년 도서관연구소의 신설과 함께 자료보존 연구기능과 기술개발 분야를 강화하고

자 주제정보과에서 도서관연구소 소속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표 보존도서관 기능과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IFLA 

PAC) 한국센터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자 ‘자료보존센터’를 2010년 8월에 개실하

였다. 자료보존센터의 주요업무는 국가문헌의 보존관리, 보존서고운영, 인쇄매체 보존․복원, 

전자매체 보존․복원, 마이크로필름 제작, 보존기술연구 등이며,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를 겸하고 있으며, 보존기술 교육․연수, 위탁 보존․복원처리 협

조, 보존지침보급 등 국내외 도서관 보존관련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보존센터 내에는 보

존․복원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자료촬영실, 

제본실 등 전문시설과 첨단 과학장비를 설치하여 연간 10만여권의 귀중자료를 보존․복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직은 3부 3관 1연구소/18과 1팀 1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보존

업무는 도서관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개소한 도서관연구소는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고전운영실, 지도자료실 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선, 보존, 복원, 보존기술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보존업무는 크게 자료상태 점검, 건․습식 세척, 수선․복원, 그리고 자료소독, 탈산

처리 등 물리․화학적 보존처리 작업과 원본을 보호하고 이용의 편의를 위한 체매체자료

변환과정으로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소장된 마이크로필름의 주기적인 막면검사, 수세, 되감

기 작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적의 보존서고 환경유지를 위해 항온․항습도 점검, 유해가스 

점검, 미생물측정 등 주기적인 보존서고 환경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자료보존에 관한 최근의 

추세는 소장자료의 급격한 증가와 매체의 다양화 등에 따라 자료보존의 개념이 보관차원에

서 자료관리, 상태조사, 보존처리, 수선․복원, 매체 변환 등을 포함한 보존업무로 확 되었

다.

도서관연구소의 자료보존실은 자료보존․복원처리, 비도서류 보존처리, 보존서고 환경 및 

시설 점검, 국내외 자료보존 협력, 자료보존 기술연구 및 개발, 마이크로필름 매체변환, 해외 

한국관련 자료 복원 사업, 자료소독 및 서고소독, 소장자료 탈산처리, 제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보존처리전문가, 사서 2명, 기계직 1명을 합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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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실(7명)

[그림 13] 국립 앙도서  조직도

1.4 자료보존활동 관련 주요 성과

도서관연구소의 자료보존실은 국가장서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해 자료의 수선복원 처리 

업무와 지속적인 서고 모니터링을 통한 매체별 최적의 보존서고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수선복원 처리업무를 결정하기 전에 매년 소장자료의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태점검을 통해, 자료의 훼손상태를 등급화 한 후, 등급에 따라 자료의 수선복원 우선순위

를 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장자료의 보존수명을 연장하고자 매년 소독, 탈산, 건

식세척 작업을 실시하고, 훼손 자료의 복원, 이용성 및 보존성 강화를 위한 비도서 및 전자

매체자료의 디지털 변환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 보존 복

원 지원, 학술연구회도 개최, 자료보존 및 처리기술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가. 귀중본 자료보존·복원 처리

자료보존실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의 기 수명을 연장하고 영구보존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존․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보존․복원처리의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곰팡이․미생물들의 훼손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소독처리, 산성화 및 열화진행을 억

제하기 위한 탈산처리, 먼지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식세척 등과 같은 량 보존

처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귀중본이나 유일본 등은 개별적인 전문 보존․복원처리를 실시하

게 되는데, 예를 들면 훼손된 원본자료를 상태점검, 건식세척, 제본복원, 멸실부분 보강 등의 

복원처리, 습식세척, 탈산처리, 재제본, 멸실부분 복원 등 심층 보존․복원처리를 통하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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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복원대상자료 수량 자료형태

2007 여지도 등 8종 71장 책자형 등

2008 도서지도 등 8종 200장 책자형 등

2009 동국지도 등 2종 9장 지도형 등

2010 접역전도 등 8종(63장 1점) 부채형 등

2011 조선여지도 등 4종(1장, 3책) 책자형 등

2012 천하지도 등 5종 17장 책자형 등

2013 대천하도 등 4종 16장 책자형 등

합계 39종

[표 11] 해외 한국자료의 복원처리 황(국립 앙도서  연보 2011-2013)

중자료의 영구보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마이크로필름자료의 경우는 제작, 복제, 

수세처리를 실시하여 제작·복제하는 작업도 한다. 자료보존실의 2011~2013년 귀중본 자료의 

주요 자료보존 복원 내용은 [표 10]과 같다.  

연도 보존 복원 처리내용

2011

 - 대한자강회월보, 등 연속간행물, 서양서, 신문, 고서 등 다양한 귀중자료 8종의 보존·복원 처리
 - 석․박사 학위논문, 기증자료 등 80,000책 소독처리
 - 1980년 이전자료 4,000책 탈산처리
 - M/F 촬영 : 관보 1983-1986년까지 130롤
 - M/F 복제 : 관보, 신문 등 원본 M/F 430롤
 - M/F 처리 : 연속간행물 원본 M/F 1,000롤 수세처리

2012
 - 잡지 ‘청춘’ 등 2책을 습식세척, 탈산처리, 멸실 부분 보강 등
 - 1945년 이전자료 618책 건식세척, 부분제본 등

2013

 - 기증자료, 구입자료 등 외부환경에 노출된 자료 87,143책 소독처리
 - 1980년 이전자료 4,300책 탈산처리
 - 1900년~1945년 이전에 출판된 원본자료 중 먼지로 오염된 “불서해설” 등 26,641책 건식세척
 - 1945년 이전자료 중 훼손된 원본자료 318책을 상태점검, 건식세척, 제본
   복원, 멸실 부분 보강 등
 - 귀중서 잡지 ‘여성’ 등 2책을 습식세척, 탈산처리, 재제본, 멸실 부분 복원
 - M/F 제작, 복제, 수세처리를 실시하여「한국일보」등 1,147롤을 제작·
   복제 및「동광신문」등 1,554롤을 수세 처리

[표 10] 귀 본 자료보존․복원 내용(국립 앙도서  연보 2011-2013)

나. 해외 한국자료 복원사업

소장 귀중자료의 보존․복원 외에도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귀중한 문화유산에 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4월 미국 의회도서관과 소장 한국고지도의 복원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2년까지 동국지도 등 총 35여종의 훼손된 한국 고지도 자료를 복원하

고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2013년에는「 천하도」등 4종 16장의 상태점검과 개별 복

원처리를 마친 후, 맞춤형 보존 상자를 제작하여 복원된 자료를 보관하였다. 복원을 마친 자

료는 디지털이미지로 구축하여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서 DVD 파일

형태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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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청각매체 생명연장 및 보존처리를 장비구축

자료의 기 수명 연장 및 적절한 보존을 위해서는 보존장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자료보

존실은 2010년부터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음반, CD․DVD 등 비도서자료의 보존과 매체변

환을 위해 장비를 지속적으로 강화․구축하였다. 2010년 아날로그 비도서매체(LP, 비디오테

이프, 카세트테이프)의 플레이어 및 보존상태 검사장비, 보존처리장비(LP클리너, 비디오테이

프클리너) 및 디지털변환장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장비구축에 힘입어, 2012년에는 음반, 카

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물리․화학적 훼손상태를 점검하여, 5,500점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복원 처리하였으며, 1,000점은 보존용 DVD에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에는 음반보존장비 및 비디오테이프 보존처리 장비, 비디오테이프 매체변환장비를 확

 구축하였으며, 이들 장비는 원본 아날로그 매체의 보존수명연장에 활용될 것이다. 

라. 자료보존 기술 연구 개발 및 교육 협력 활동

새로운 매체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보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2009년부터 자체 연구 및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소장 비도서자료 중 전자매체인 CD․DVD 자료의 상태평가 S/W와 기록 기

술에 한 개발 사업으로『장기보존을 위한 디스크평가 S/W 및 기록기술평가』사업을 수행

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장『비도서자료의 보존처리 및 매체변환』사업과 소장 중인 귀중 신

문자료의 물리․화학적 훼손상태 및 섬유분석을 통해 재질의 보존성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리프캐스팅처리 방법으로 보존․복원하는『귀중 신문 복원기술 개발 및 리프캐스팅 처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소장『비도서자료 보존처리 및 매체변환 사업』을 실

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8년 11월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

로 지정받았다. 이 센터의 주된 임무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인식 개선과 보존기술 전파이

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자료보존에 관련된 기술서적 출판, 간행물배포, 실습교육, 세미나 등의 

협력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사서들을 상으로 자료보존실습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

은 자료보존환경과 서고관리방법, 보존서고 환경분석 및 소장자료 상태평가, 간단한 수선복

원 방법 실습 등에 관한 것으로, 홍수나 건물의 상하수관 파손에 의한 수침된 자료에 한 

응급조치방법,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용자의 부주의한 취급에 의해 쉽게 볼 

수 있는 파손사례별 수선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국가 귀중자료의 훼손을 예방하고 장기간 보존하고자 자료보존환경이 열악한 공공, 

학, 전문도서관 등으로부터 위탁보존 및 복원처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구축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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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도서관의 여유 서고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의 귀중자료를 위탁보존하고 있다. 2010년 

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와 유물 위탁보존, 2011년 한글박물관 자료 위탁보존 및 국립국악원 

귀중 고서 위탁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5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현황의 문제점

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미흡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조적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

하는 국가 표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목표, 1)국가지식정보자원 수집․보존 강화, 2)

지식정보자원 이용서비스 고도화, 3)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추진과제의 내용이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관리 

강화‘이며, 세부 추진과제로 ①국가장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지식정보자원 보존·복원 역

량 강화, ③디지털 지식정보자원 보존관리 기반 강화, ④보존관리체계 조직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

라서 도서관연구소의 자료보존실을 자료보존관리 및 복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확 ․개편

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 관리체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1,000만 장서 및 수장능력 증가에 따른 보존관리 전문인력 부족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 말이면 장서량 1,000만권을 돌파한다. 또한 2009년 5월 디지털

도서관 보존용 자료 전문서고건립으로 보존서고 공간(26,068㎡ ⇒ 38,674㎡) 및 수장능력(659

만권 ⇒ 2,000만권)이 급증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의 보존서고건립으로 원본 보존용 자료, 열람

용 자료 및 저이용 자료, 귀중서, 고서 등의 자료보관이 본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비

도서서고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자료의 수명에 관계없이 열람용 자료는 자료운영과에서 보

존용 자료는 자료보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소장자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차원

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 8월 현재 970만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만권의 자료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분류, 배가, 정리, 보존처리 등 기본적인 자료관

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보존업무를 담당하는 자료보존실의 인력은 2009년부터 현재

까지 7명이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는 매년 증가되는 장서량과 보존처리자료의 증가량을 감

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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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2-2013년 보존처리 황

다. 보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연적 훼손 및 그에 따른 복원 비용 증가

최신장비 및 전문장비의 확충을 통해 연간 10만권을 보존 복원처리하고 있으나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보존처리 상 자료는 

500만권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처리 완료된 자료는 100만권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보존처

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자료가 180만 책이다. 종이자료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산성화 및 

건조화되어 열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 상태를 지나면 훼손단계에 접어든다.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자료의 80%에 해당되는 자료가 도서자료이고, 1971년 이전자료 약 48만권이 훼손상

태이며, 1981년 이전자료 약 84만권은 열화상태, 그리고 2001년 이전자료 약 400만권이 처리

상 자료이다. 그러나 처리능력 부족으로 연간 3만권씩 훼손자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원비용도 당연히 증가되고 있다.

라. 디지털 정보자원의 형태 및 매체별 영구보존 및 관련기술 연구 미흡

매체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시 의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 종이중심의 자료생산이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매체별 보존정책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연구개발 활동 등을 위한 전

문인력 및 연구인력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의 자료보존실 인력현황을 살펴

보면, 연구직은 2명(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 물론 자료보존실 내에 보

존․복원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전자매체 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자료촬영실, 

제본실 등 전문시설과 첨단 과학장비를 설치하여 연간 10만여 권의 귀중자료를 보존․복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비도서자료의 보존을 위해 다양한 매체변환장비를 지

속적으로 강화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보존․복원 정책은 예방, 보존처리, 연구 및 기

술개발 이 3박자가 함께 나아가야 가능하다. 첨단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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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최적의 조건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도 함께 고

민해야 한다. 보존장비의 적절성과 효과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 한 연구 없이는 자료의 열화 및 훼손 지연을 위한 예방도 불가능하며,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보존처리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한 중요성을 인식한 부분의 국가

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자료보존과 업무에 연구 및 기술개발 분과를 두고 정보환

경의 변화 및 기술개발로 인해 속출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의 증가에 비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마.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 각급도서관의 과학적 보존․복원 지원 체계 부족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은 지역별 혹은 관종별로 공간부족 및 자료보존환경의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부분의 지역 표도서관은 공동보존서고의 운

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공동보존서고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마찬가지로 학도서관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 공동

보존서고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자료보존 및 복원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차별화된 

역할을 요구한다. 즉, 개별도서관의 공간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마련은 지역

표도서관이나 권역별 학 공동보존서고가 담당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동보존서고라는 인

프라 구축보다는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에 관한 전문 인력, 예산, 복원 기술, 매체변환 등 전

문기술, 전문시설 및 장비, 표준화된 지침, 규정, 교육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경우 소장자료에 한 자료보존․복원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의 훼손량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5.8%의 기관에서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료보존․

복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9.5%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공공 및 

학도서관의 자료보존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훼손된 자료의 복원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국가 문화융성을 위한 차별화된 도서관 보존경쟁력 부재

국내 표 문화유산기관 및 자료보존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른 보존․복원에 관한 업

무와 기술연구를 위해 전문화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매년 유

물출토가 늘어나고, 환경오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서 문화재 보존처리

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문화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시스

템을 확립할 목적으로 2009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문화재의 관리와 안

전한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연구소는 26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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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53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적문화유산

의 보존을 이끌어갈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전문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 자료보존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

2.1 자료보존을 위한 서고환경 조사

국내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는 시설․장비․온‧습도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국외에 비해 공기질에 한 미세먼지 등 관리 항목을 다양하게 가져가

고 있다. 국제표준(ISO) 및 선진국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위해 공기질 및 조명 기준까지 고려

하고 있다. 국제표준(ISO) 및 선진외국과의 보존시설․장비․환경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국내 기준에 없는 항목 즉, 곰팡이 등에 한 기준이 일부 국가에서 존재한다(<부록 

5> 참조).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 관리법의 경우 항목의 관리목적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보존서

고의 경우도 관리자 등이 이용하는 실내공간이고 또한 온도 및 습도의 관리 및 실내 환경에 

한 생물학적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총부유세균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서고의 적정 

온습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곰팡이 포자 등 부유세균의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이에 한 법적 규제 여부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기록관리청 보존서고(NARA Ⅱ)를 건설할 때 장기보존

에 필요한 엄격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건축기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을 건설하였

다. 이 건물에는 기록물의 종류별 적절한 보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이동식 서가시스템, 화

재예방, 보안시스템 등에 특별한 관심을 부고 설계 및 건축을 행하였다. 또한 건축에 사용된 

마감재와 재료 선택 시 사전에 상세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유해물질에 기록물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였다. 캐나다는 기온 차가 심하여 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기온의 변화가 악제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따라서 캐나다 도서 기록청은 

Building in Building 시스템 즉, 건물 내 건물을 도입하여 기록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건축자재로는 유해가스 및 먼지가 적게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이용하였으며, 종이기록

물과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서고 환경을 달리하여 종류별로 다른 환경에서 보존을 행하고 있

다. 유럽에서는 SO2, NO2, O3 등이 유기물질의 열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응 메커니즘 연

구를 통하여 실내 기오염 농도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MASTER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재 보존 시설의 관리자를 위한 실질적 보존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조건에서의 문화재 부식 특성을 평가하고, 문화재 보존 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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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혁 1945. 10.15 개관

서고 자료보존관 도서2서고 본관 제1서고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

서고 규모 2,202 ㎡ 1,086,04 ㎡  1026 ㎡

서고 내 장서량 999,558권 238,616권 347,793권

장서유형
및 특성

- 서가 형태 : 모빌랙
- 장서유형 
  : 학위논문 복본

- 서가 형태 : 모빌랙
- 장서유형 : 국내서 복본, 

외국 동양서 원본

- 서가 형태 : 모빌랙
- 장서유형 
  : 비도서 복본

비고
- 층수 : B2층
- 공조시스템 유

- 층수 : B1층
- 공조시스템 유
- 레이저프린터 유

- 층수 : B3층
- 공조시스템 유
- 에어컨 유

[표 12]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황 

에서 실내 및 실외의 빛, 자외선, 온․습도, 실내 기 오염 등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

적 위해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초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해의 원인을 예측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이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주요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 서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 노력의 가

장 기본적인 것이 서고 환경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서고 환경조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참조하

였으며, 시행령 내에서 규제 상으로 제시한 항목과 규제 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항목이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측정하였다. 서고규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TBC, 온도, 습도, 조도 등이다. 서고 미규제 항목이지만 중요하다

고 판단하여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측정한 것은 TVOCs 중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의 농도와 Aldehyde류 물질 중 규제 상인 Formaldehyde 외에 

Acetaldehyde, Acetone, Acrolein,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2.2 도서관 현장 측정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 분석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고 3곳을 측정하였다. 

자료보존관 서고는 지하 2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모빌랙, 장서량은 999,558권이었다. 

내부특징으로는 자연환기는 어려웠으나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환기가 잘되고 있

었다. 본관 서고는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모빌랙, 장서량은 238,616권이었

다. 내부특징으로는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원본자료)는 현

식 건물 내 지하 3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모빌랙, 장서량은 347,793권이었다. 내부특징

으로는 공조시스템과 에어컨이 같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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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관 서고 본관 서고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

[그림 15]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환경 측정 경

2.3 서고 규제 항목 측정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고 내 환경오염물질 농도값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6)』의 기준치 이하로 공기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18~22℃) 및 

습도(40~55%)는 기준치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항목 단위
Ave±SD (Min~Max)

보존환경
유지기준국립중앙도서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3
PM-10

㎍/㎥
31.83 49.23 27.70

50
도서관 평균 36.25

NOx
ppm

0.04±0.00
(0.04~0.05) N.D N.D

0.05
도서관 평균 0.02

O3 ppm
0.01±0.00
(0.00~0.01)

0.01±0.00
(0.01~0.01)

0.01±0.00
(0.01~0.01) 0.05

도서관 평균 0.01
Formaldehyde 

㎍/㎥
8.79 13.60 11.97

120
도서관 평균 11.46

TVOCs
㎍/㎥

74.37 28.48 36.90
400

도서관 평균 46.58

CO
ppm

1.19±0.10
(1.10~1.40)

0.29±0.25
(0.00~0.50)

0.22±0.20
(0.00~0.40) 10

도서관 평균 0.57
TBC

CFU/㎥
16.20 8.10 7.80

-
도서관 평균 10.70

온도
℃

23.8±0.0
(23.8~23.9)

22.5±0.2
(22.2~23.1)

19.8±0.1
(19.7~20.1) 18~22

도서관 평균 22.2

습도
%

58.3±0.5
(57.6~59.9)

59.8±0.4
(59.1~60.5)

58.4±0.4
(57.6~59.1) 40~55

도서관 평균 58.9

조도
lux

211±67
(97~268)

784±186
(496~996)

128±49
(49~194) 100~300

도서관 평균 374

[표 13] 국립 앙도서  규제 항목 환경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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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고 미규제 항목 측정 결과

TTVOCs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내에서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진 않다. 다만 이러한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통칭한 TVOCs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연구 분석을 위해 

TVOCs 내 BTEXs의 농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규제 물질의 경우 기준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준에 한 비교는 어려우나, 

TVOCs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농도분포를 보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단위 : ㎍/㎥)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3

Benzene 0.88 0.88 0.88
-

각 도서관 평균 0.88
Toluene 19.61 6.11 4.28

-
각 도서관 평균 10.00
Ethylbenzene 8.43 1.38 4.77

-
각 도서관 평균 4.86

Xylene 2.81 0.74 2.37
-

각 도서관 평균 1.98
Styrene 0.80 0.80 0.80

-
각 도서관 평균 0.80

[표 14]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내 개별 TVOCs 농도 비교

Aldehyde류 물질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내 규제 상물질

은  Formaldehyde 뿐이며 현재까지 Acetaldehyde, Acetone, Acrolein,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연구 분석을 위해 

다음의 미규제 항목들을 선정하여 나타내었다.

미규제 항목에서는 Acetone + Acrolein > Acetaldehyde > Butyraldehyde > 

Propionaldehyde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단위 : ㎍/㎥)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3
Acetaldehyde 42.27 11.53 8.88

-
도서관 평균 20.89

Acetone + Acrolein 47.01 25.57 10.58
-

도서관 평균 27.72
Propionaldehyde 2.81 1.24 1.39

-
도서관 평균 1.81

Butyraldehyde 3.56 1.47 1.47
-

도서관 평균 2.17

[표 15]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 내 Aldehyde류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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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환경을 분석한 바 주요 상 환경오염물질 농도값은 『공공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치 이하로 공기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규제 상물질에 한 개별 물질 평가에서도 특이성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

다. 그러나 하계 측정으로 인한 영향으로 온도(18~22℃) 및 습도(40~55%)는 기준치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어, 보존서고 내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계절별 온도 및 습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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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과 관리현황

2. 국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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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관수 비중(%) 구분 도서관수 비중(%)
서울특별시 56 15.3 강원도 24 6.6
부산광역시 27 7.4 충청북도 19 5.2
대구광역시 15 4.1 충청남도 23 6.3
인천광역시 13 3.6 경상북도 37 10.1
광주광역시 13 3.6 경상남도 21 5.8
대전광역시 21 5.8 전라북도 12 3.3
울산광역시 8 2.2 전라남도 24 6.6

세종특별자치시 1 0.3 제주특별자치도 5 1.4
경기도 46 12.6 합계 365 100.0

[표 16] 응답도서 의 지역별 분포

Ⅳ.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관리현황

1.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과 관리현황

1.1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관리현황

가. 조사개요 및 일반현황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자료의 공동보

존관리 및 보존을 위한 도서관간 협력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663개 공공도서관과 196개의 학도서관을 상으

로 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2014년 8월 5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 총 1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는 일차적으로 온라인(http://www.ksdcdb.kr/my-survey.do?method=study)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설문지를 배포한 859개관 중 총 365개관이 응답하여 응답율은 42.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서관의 관종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공공도서관이 208개관으로 응

답도서관의 57%을 차지하였으며 학도서관은 157개관으로 응답도서관의 43%를 차지했다. 

이들 도서관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54개관, 경기도 46개관, 경상북도 37개관, 부산 27개

관,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24개관 등으로 나타났다. 

365개 응답도서관을 장서수의 분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장자료가 10만권 이상~50만

권 미만의 도서관이 143관으로 응답도서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10

만권 미만의 도서관으로 나타났으며 총 132관이었다. 다시 말해, 50만권 미만의 도서관이 전

체 응답도서관의 75.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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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응답도서 의 설립년도 별 분포

[그림 16] 응답도서 의 장서수 별 분포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서관을 설립년도 별로 살펴보면, 1991년~2000년 사이에 설립된 도서

관이 87개관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은 81개관, 1981년~1990년

에 설립된 도서관은 76개관 그리고 196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도 62개관이나 되었다. 전체

적으로 볼 때, 1981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이 전체 응답도서관의 66.8%에 해당하는 244개관

으로 나타났다.

나. 자료복존 및 복원을 위한 조직 현황

1) 전담부서 현황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복원을 위한 조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급 도서관의 자료보존관리 실태를 가늠하고, 향후 국가차원에서 자원관리를 위한 내용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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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1.0) 5(3.2) 7(1.9)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
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42(20.2) 39(24.8) 81(22.2)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 163(78.4) 113(72.0) 276(75.8)

무응답 1(0.5) 0(0.0) 1(0.3)

합계 208(100.0) 157(100.0) 365(100.0)

[표 17]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담부서 황(도서 수(비 , %))

전체 응답도서관을 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보존 및 복원 전담부서를 운영하

고 있다‘는 도서관은 단 7개관(1.7%)에 불과하였다. ’전담부서는 없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81개관(22.2%)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

를 하지 않는다‘는 도서관이 무려 276개관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를 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자

료보존․복원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공공도서관이 학도서관보다 6.4% 높게 나타

났다.

자료보존 및 복원업무는 도서관의 장서량과 관련가능성이 있다. 장서량의 증가는 공간 활

용에 영향을 미쳐 열람실의 공간부족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

서고와 이의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보존 및 복

원업무를 위한 조직 운영 여부를 장서량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로, 자료보존 

및 복원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76개 도서관중 255개관(81.5%)가 장서 50만권 미만을 

소장하고 있었던 반면, 100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3개관(4.7%)에 불과했다. 

장서량                    전담
                          부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가 있다

자료보존․
복원업무를 
하지 않는다

무응답

10만권 미만 0(0.0) 18(22.2) 114(41.3) 0(0.0)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3(42.9) 27(33.3) 111(40.2) 1(100.0)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1(14.3) 20(24.7) 36(13.0) 0(0.0)

100만권 이상~150만권 미만 2(28.6) 9(11.1) 8(2.9) 0(0.0)

150만권 이상 1(14.3) 7(8.6) 5(1.8) 0(0.0)

합계 7(100.0) 81(100.0) 276(100.0) 1(100.0)

[표 18]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담부서 황-장서량 별(도서 수(비 , %))

자료보존 및 복원업무를 위한 조직의 유무를 도서관의 설립연도와의 관계에서도 살펴보

았다. 장서량과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의 개관 정도가 오래된 도서관일수록 노후화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부족문제로 절치부심할 것이며, 이는 자료보존 및 복

원 업무에 한 관심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보존 

및 복원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76개 도서관 중 197개관(71.8%)이 1980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이었으며, 1990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은 141개관으로 51.1%에 달한다. 



70

한편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혹은 전담부서는 없지만 이 업무를 위한 부서가 있다’라고 

응답한 88개 도서관 중 34.1%에 해당하는 30개관이 1960년  이전에 설립되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서관이었다. 이처럼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는 도서관의 설립년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담
년도        부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
무응답

1960년 이전 3(42.9) 27(33.3) 32(11.6) 0(0.0)

1961~1970년 0(0.0) 3(3.7) 19(6.9) 0(0.0)

1971~1980년 0(0.0) 9(11.1) 27(9.8) 1(100.0)

1981~1990년 3(42.9) 16(19.8) 57(20.7) 0(0.0)

1991~2000년 1(14.3) 16(19.8) 70(25.4) 0(0.0)

2000년 이후 0(0.0) 10(12.3) 71(25.7) 0(0.0)

합계 7(100.0) 81(100.0) 276(100.0) 1(100.0)

[표 19]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담부서 황-설립년도 별(도서 수(비 , %))

2) 전담인력 현황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부분의 

도서관(290개관, 79.5%)에서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해당 업무를 위해 1명~2명의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51개관

(14.0%)으로 조사되었다. 1명 이상의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75개 도서관에서는 총 

176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도서관 당 2.3명의 직

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만을 봤을 때, 76개 도서관은 자료보존 및 복

원업무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팀이 의도

와 달리 설문 응답자와 미스커뮤니케이션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질문을 통해 

연구팀은 전담 인력 혹은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일부 도서관에서 보존서고

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직원전체를 담당 직원으로 기재하는 곳이 있었다. 가령, 일부 도서관

의 경우 출담당부서, 인문과학실, 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 불교학자료실 및 법학도서관, 양

학도서관 등의 보존서고 담당부서의 직원현황 모두를 기술하였다.  

보존 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서직이 110명(62.5%)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직렬 41명(23.3%), 행정직 20명(11.4%), 그리고 기술직 5명(2.8%)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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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직원의 직군

인원 도서관 수 비중(%) 직군 수(명) 비중(%)

0명 290 79.5 행정직 20 11.4

1명 32 8.8 사서직 110 62.5

2명 19 5.2 기술직 5 2.8

3명 15 4.1 기타직렬 41 23.3

4명 이상 9 2.5
합계 176 100.0

합계 365 100.0

[표 20]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직원 황

자료보존과 복원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현황에 해 도서관 사서들이 개진한 의견을 종합

해보면, 자료보존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자료보존의 중요성에 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은 국가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 중 인적자원과 관련된 

의견의 표적인 사례이다.

“ 재 공공도서 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자료보존이나 복원에 한 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 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도서 에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은데 재 보존서고는 보존이 아니라 보

에 하고 그나마 소 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도서보 장소 부족

으로 오래되고 외형상 낡았다는 이유로 불용, 폐기되는 실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보존

복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료보존에 한 지식부재로 소 한 자료가 소실되는 

것이 안타깝다.”

다. 자료보존 및 복원 정책 현황

1)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 규정 현황

정책은 철학과 업무라는 문제에 관한 도서관의 입장을 명료하게 해주는 취지문으로 정책

결정은 본질적으로 기획 프로세스와 일상적인 규칙 및 규정사이에서 이루는지는 의사결정이

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정책은 효과적인 도서관 업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도서관이 자료의 보존 및 복원 업무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2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7개의 도서관만이 자료보존 및 복원업무에 관련된 독

립된 규정을 갖고 있었고, 부분의 도서관(71.8%에 해당하는 262개 도서관)은 규정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자료보존 및 복원에 한 정책의 부재에 한 문제는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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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4(2.0) 3(1.9) 7(1.9)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51(24.5) 43(27.4) 94(25.8)

없다 151(72.6) 111(70.7) 262(71.8)

무응답 2(1.0) 0(0.0) 2(0.1)

합계 208(100.0) 157(100.0) 365(100.0)

[표 21] 자료보존․복원에 한 규정 여부(도서 수(비 , %))

규정
장서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없다

10만권 미만 2(28.6) 25(26.6) 104(39.8)

10만권 이상 ~ 50만권 미만 2(28.6) 34(36.2) 106(40.6)

50만권 이상 ~ 100만권 미만 1(14.3) 23(24.5) 33(12.6)

100만권 이상 ~ 150만권 미만 0(0.0) 9(9.6) 10(3.8)

150만권 이상 2(28.6) 3(3.2) 8(3.1)

합계 7(100.0) 94(100.0) 261(100.0)

[표 22] 자료보존․복원에 한 규정 여부-장서수 별(도서 수(비 , %))

“도서  보존서고 포화상태의 비  정책개발, 성문화된 지침 배부, 지역보존서고 설립 

지원 등에 한 반 인 운 을 지원해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 수

에서는 논문이나 문서 에 의존할 뿐 구체 인 운 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조직현황에서 보았듯이 자료보존 업무는 장서량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자료

보존 및 복원 업무에 관한 정책 유무를 장서량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업무와 관련

한 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261개 도서관 중 210개(80.5%) 도서관이 소장자료가 50만권 이하로 

조사되었다. 의외의 결과도 있었다. 독립된 규정이나 혹은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

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101개 도서관 중 62.4%에 해당하는 63개의 도서관도 소장자료가 50만

권 이하였다. 장서량이 많은 도서관은 이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이 업무와 

관련한 정책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규정이 있다

고 응답한 101개 도서관 중 14개(13.9%) 도서관만이 소장자료 100만권 이상이었다.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에 관한 규정 유무를 도서관의 설립연도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23]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규정이나 규칙은 그 필요성이 두될 때 만들

게 된다.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관련 규정의 유무를 도서관의 설립년도와의 관계에서 분석하

는 이유는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일수록 이 업무에 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262개 도서관 중 1991년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의 129개 도서관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는 반면, 197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은 

54개관으로 20.7%에 불과하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이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101개 도서관 중 197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은 29개관(28.7%)인 한편 1991년 이후에 설립

된 도서관은 38개관(37.6%)으로 나타났다. 



73

규정
년도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없다

1960년 이전 3(42.9) 23(24.5) 35(13.4)

1961~1970년 0(0.0) 3(3.2) 19(7.3)

1971~1980년 0(0.0) 11(11.7) 26(9.9)

1981~1990년 2(28.6) 21(22.4) 53(20.2)

1991~2000년 1(14.3) 19(20.2) 67(25.6)

2000년 이후 1(14.3) 17(18.1) 62(23.7)

합계 7(100.0) 94(100.0) 262(100.0)

[표 23] 자료보존․복원에 한 규정 여부-설립년도 별(도서 수(비 , %))

2) 재난규정 현황

어떤 정책에 한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연재

해나 화재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도서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이를 도서관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면 재난으로부터 중요한 자

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은 중요한 국가자원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에 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자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난 비 규정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65개 도서관 중 ‘어떤 형태로든 재난 비 규정이 있다’고 한 도서관이 145개

관(39.7%)인 반면, ‘재난 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17개관으로 거

의 60%에 달한다. 관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난 비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다’고 응답한 

학도서관의 비중(68.8%)이 공공도서관의 비중(5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난 비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비중도 공공도서관이 96개관으로 전체의 46.2%인 

반면, 학도서관은 49개관으로 31.2%에 불과하였다. 

재난 비에 관한 규정은 관종을 불문하고, 소장자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가자원을 

보존·관리하는 도서관은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비록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지라도 이에 한 매뉴얼과 응책을 구비하고 이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는 불의의 상황에서 국가자원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이 고작 40개관(11.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좋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이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

서 이제 도서관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난 비책에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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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27(13.0) 13(8.3) 40(11.0)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69(33.2) 36(22.9) 105(28.8)

없다 109(52.4) 108(68.8) 217(59.5)

무응답 3(1.4) 0(0.0) 3(0.1)

합계 208(100.0) 157(100.0) 365(100.0)

[표 24] 재난 비에 한 규정 여부(도서 수(비 , %))

라. 보존서고 운영 현황

1) 보존서고 유형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이 공간부족 문제와 자료보존 및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보존서고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 

보존서고의 운영여부를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65개 도서관 중 보존서고가 ‘별도 독립

공간으로 존재한다’고 답한 도서관은 216개 도서관으로 전체의 59.2%로 조사되었다. 별도 

독립공간은 아닐지라도,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

도 62개관으로 17.0%를 차지했다. 즉, 어떤 형태로든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

서관이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48개

관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였다. 

보존서고는 도서관의 필수 공간이다. 장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통한 자료의 제적

은 필수 업무이다. 장서평가를 통해 서가에서 제적되는 자료는 매년 발생하게 되지만 서가에

서 제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들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

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유형을 고려한 최적화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보존서고가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23.1%나 된다. 보존서고를 운영하지 않는 

자세한 이유를 응답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공간 부족 등

의 문제로 도저히 단위도서관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라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별도 독립공간으로서의 보존서고가 있다 127(61.1) 89(56.7) 216(59.2)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처럼 활용하고 있다 32(15.4) 30(19.1) 62(17.0)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 48(23.1) 38(24.2) 86(23.6)

무응답 1(0.5) 0(0.0) 1(0.03)

합계 208(100.0) 157(100.0) 365(100.0)

[표 25] 보존서고의 유형(도서 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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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서수

독립된 공간으로서 
보존서고가 있다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한다

보존기능 
수행공간이 없다

합계

10만권 미만 62(47.0) 22(16.7) 48(36.4) 132(100.0)

10만권 이상 
~ 50만권 미만

87(61.3) 22(15.5) 33(23.2) 142(100.0)

50만권 이상 
~ 100만권 미만

39(68.5) 14(24.6) 4(7.0) 57(100.0)

100만권 이상 
~ 150만권 미만

17(89.5) 2(10.5) 0(0.0) 19(100.0)

150만권 이상 11(84.6) 2(15.4) 0(0.0) 13(100.0)

합계 216개관 62개관 85개관 363개관

[표 26] 보존서고의 유형-장서수 별(도서 수(비 , %))

보존서고의 운영은 장서수와 아주 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서수와 관련하여 보존서

고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예측한 로, 별도의 독립된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는 정도를 도

서관의 소장자료와의 관계에서 보면, 소장자료 수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소장자료가 10만권 미만인 도서관의 경우는 보존서고 구비 정도가 47.0%인 반면 소

장자료가 100만권 이상인 도서관은 89.5%, 150만권 이상인 도서관은 84.6%로 나타났다. 반

의 현상으로, 소장자료가 적을수록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

장자료가 50만권~100만권인 도서관은 보존공간이 없는 정도가 7.0%, 10만권~50만권 미만인 

도서관은 23.2%, 그리고 10만권 미만인 도서관은 그 정도가 36.4%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장자료가 50만권 이상인 89개 도서관 중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는 도서

관은 4개관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한 반면, 소장자료가 50만권 미만인 274개 도서관 중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는 도서관은 81개관으로 59.6%에 달한다. 그리고 소장자료 100만

권 이상인 도서관 19개관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는 한편, 10만권 미

만인 도서관의 경우는 132개관 중에서 48개관(36.4%)이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었다. 

이처럼 소장자료의 양과 보존서고의 유무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서고의 유형을 도서관의 설립년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별도의 독립된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는 정도를 도서관의 설립년도와의 관계에서 보면, 설립년도가 오래된 도서관일수

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립년도가 1960년 이전인 도서관의 경우는 그 정

도가 71.0%인 반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은 44개관으로 55.0%로 조사되었다. 반 로 

설립년도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도 이후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는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

간이 없는 곳으로 조사된 도서관의 비중이 3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1960년  이전에 설립

된 도서관의 경우는 그 비중이 8.1%에 불과했다. 

설립년도와 관련지어 살펴본 보존서고의 유형에서 나타난 현상은 장서수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다. 이는 도서관의 장서수가 도서관의 설립년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설립년도가 2000년도 이후인 도서관에서 보존서고가 없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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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서수

독립된 공간으로서 
보존서고가 있다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한다

보존기능 
수행공간이 없다

합계

1960년 이전 44(71.0) 13(21.0) 5(8.1) 62(100.0)

1961~1970년 13(59.1) 3(13.6) 6(27.3) 22(100.0)

1971~1980년 22(59.5) 5(13.5) 10(27.0) 37(100.0)

1981~1990년 44(57.9) 15(19.7) 17(22.4) 76(100.0)

1991~2000년 49(56.3) 17(19.5) 21(24.1) 87(100.0)

2001년 이후 44(55.0) 9(11.3) 27(33.8) 80(100.0)

합계 216개관 62개관 86개관 364개관

[표 27] 보존서고의 유형-설립년도 별(도서 수(비 . %))

[그림 18] 보존서고의 면

서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2000년 이후에 설립하면서 설립당시에 반

드시 필요한 공간인 보존서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 착오적인 오류로 보인다.

2) 보존서고 규모

별도의 독립된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216개 도서관을 상으로 그 규모를 

조사하였다. 개방형 답변으로 진행된 이 질문에 216개 도서관 중 195개관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공공도서관이 118개관이고, 학도서관이 77개관이었다. 이들 도서관의 1개관 당 보존

서고 평균면적은 786㎡로 조사되었다. 

학도서관의 1개관 당 보존서고 평균면적은 844㎡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도서관의 1개관 

당 보존서고 평균면적은 235㎡로 조사되었다. 보존서고 면적을 범주화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보존서고의 면적이 60㎡이상~100㎡미만인 도서관이 26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

이상~150㎡미만인 도서관은 21개관, 30㎡이상~60㎡미만인 도서관은 14개관, 150㎡이상~200㎡

미만과 600㎡이상~700㎡미만인 도서관은 각각 13개관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의 적정규모로 

협소하다고 할 수 있는 100㎡미만인 도서관의 수가 63개관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한 반면, 

1,000㎡이상인 도서관의 수는 28개관으로 1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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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보존서고의 면 - 종 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보존공간의 유무를 떠나 다음과 같이 보

존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사서들이 있었다.  

“지방 소 공공도서 의 경우, 공간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료의 수를 감

당하기 어려움. 그에 따라 매년 일정수의 자료를 폐기해야 하지만 자료선별에 어려움이 크

고 자료폐기의 부담감이 큼. 따라서 국가차원의 자료보존센터가 매년 이에 한 지원을 해

줘야 원활한 도서  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자료실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매년 들어오는 자료들은 넘쳐난다. 보존실을 따로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 문제는 여 히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소장가

치가 있음에도 버려지는 책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해서라도 국

가 인 차원의 자료보존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종별 보존서고의 규모는 [그림 19]와 같으며,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규모가 학도서

관의 규모보다 상 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체 도서관 117개관

중 보존서고의 규모가 100㎡미만인 도서관이 55개관(47.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존서고의 규모는 60㎡이상~100㎡미만(24개관)이고, 학도서관

은 600㎡이상~700㎡미만(11개관)이었다. 또한 학도서관은 600㎡이상의 보존서고를 운영하

고 있는 곳이 43개관으로 전체 도서관 78개관의 55.1%를 차지한다. 

보존서고의 규모와 도서관 소장자료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표본수를 고려하여 범주

의 개수를 재조정하여 살펴보았다. 보존서고의 면적 300㎡미만에 해당하는 114개 도서관 중

에서 소장자료가 50만권 미만인 도서관은 102개관(89.4%)으로 조사된 반면, 보존서고 면적이 

600㎡이상인 52개관의 도서관에서 장서량이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은 43개관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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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수
면적

10만권
미만

10만권 이상
~50만권 미만

50만권 이상
~100만권 미만

100만권 이상
~150만권 미만

150만권
이상

합계

100㎡미만 39(61.9) 18(28.6) 5(7.9) 1(1.6) 0(0.0) 63(100.0)

100㎡ 이상~300㎡미만 10(19.6) 35(68.6) 5(9.8) 0(0.0) 1(2.0) 51(100.0)

300㎡이상~600㎡미만 2(6.9) 19(65.5) 7(24.1) 1(3.5) 0(0.0) 29(100.0)

600㎡이상~900㎡미만 1(4.2) 4(16.7) 14(58.3) 5(20.8) 0(0.0) 24(100.0)

1,000㎡ 이상 1(3.6) 3(10.7) 7(25.0) 9(32.1) 8(28.6) 28(100.0)

합계 53개관 79개관 38개관 16개관 9개관 195개관

[표 28] 보존서고의 면 -장서수 별(도서 수(비 , %))

[그림 20] 보존서고 면 과 보존서고 장서량

보존서고의 규모와 소장자료 수와의 비교 분석과 마찬가지의 범주 내에서 보존서고 규모

를 도서관의 설립년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보존서고의 면적이 300㎡미만인 도서관 

114개관 중에서 소장자료가 50만권 미만인 도서관은 102개관(89.4%)으로 조사된 반면, 보존

서고 면적이 600㎡이상인 52개관의 도서관에서 장서량이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은 43개관으

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3) 보존서고의 소장자료수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에서 각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장서량을 조사하였다. 공공도

서관 120개관, 학도서관 83개관으로 총 203개 도서관이 응답하였다. 이들 203개 도서관이 

보존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소장자료는 1관 당 평균 99,779권이었으며, 이를 관종 별로 구분

하여 보면 학도서관의 1관 당 평균은 187,337권인데 반해 공공도서관은 1관 당 평균이 

39,219권으로 나타났다. 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이 공공도서관에 비

해 거의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존서고의 면적 비 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와의 관

계는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보존서고의 면적과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량은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존서고의 규모가 클수록 보존서고의 소장 장서량이 많고, 

보존서고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장되는 장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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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존서고의 소장 장서량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량을 범주화하여 봤을 때의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전체를 봤

을 때, 10만권~20만권(35개관, 17.2%), 5,000권 미만(32개관, 15.8%) 그리고 10만권~20만권(24

개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확

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수가 주로 4만권 미만에 집되어 

있는 반면, 학도서관의 경우는 소장 장서수가 주로 10만권 이상인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다.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량과 도서관의 소장자료와의 연관성을 보고자 그 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장서수가 적은 도서관의 보존서고 소장자료량이 장서수가 많은 도서관에 비

해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존서고에 2만권 미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83개 도서관 중 76개 도서관의 장서수는 50만권 미만이었다. 한편 장서수가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에서 보존서고 장서량이 10만권 이상인 도서관의 수는 42개관이었다. 그러나 장서수 

50만권 미만인 도서관에서 보존서고 소장 장서량이 10만권 이상인 도서관도 12개관으로 나

타났다. 

서고                소장
장서수            장서수 

10만권
미만

10만권 이상
~50만권 미만

50만권 이상
~100만권 미만

100만권 이상
~150만권 미만

150만권
이상

합계

5,000권 미만 21(65.6) 10(31.3) 0(0.0) 0(0.0) 1(3.1) 32(100.0)

5,000권 이상~1만권 미만 8(50.0) 5(31.3) 3(18.8) 0(0.0) 0(0.0) 16(100.0)

1만권 이상~2만권 미만 19(54.3) 13(37.1) 2(5.7) 0(0.0) 1(2.9) 35(100.0)

2만권 이상~3만권 미만 6(42.9) 8(57.1) 0(0.0) 0(0.0) 0(0.0) 14(100.0)

3만권 이상~6만권 미만 1(3.7) 20(74.1) 4(14.8) 2(7.4) 0(0.0) 27(100.0)

6만권 이상~10만권 미만 2(8.0) 14(56.0) 9(36.0) 0(0.0) 0(0.0) 25(100.0)

10만권 이상~20만권 미만 0(0.0) 11(45.8) 9(37.5) 4(16.7) 0(0.0) 24(100.0)

20만권 이상~-40만권 미만 0(0.0) 1(7.1) 10(71.4) 3(21.5) 0(0.0) 14(100.0)

40만권 이상~60만권 미만 0(0.0) 0(0.0) 2(20.0) 6(60.0) 2(20.0) 10(100.0)

60만권 이상 0(0.0) 0(0.0) 0(0.0) 1(16.7) 5(83.3) 6(100.0)

[표 29] 보존서고의 소장 장서량-장서수 별(도서 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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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수
연도

1960년
이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0년
이후

합계

5,000권 미만 4(12.5) 2(6.3) 2(6.3) 3(9.4) 4(12.5) 17(53.1) 32(100)

5,000권 이상~1만권 미만 2(12.5) 0(0.0) 2(12.5) 1(6.3) 7(43.8) 4(25.0) 16(100)

1만권 이상~2만권 미만 3(8.6) 2(5.7) 4(11.4) 11(31.4) 7(20.0) 8(22.9) 35(100)

2만권 이상~3만권 미만 1(7.1) 0(0.0) 2(14.3) 2(14.3) 6(42.9) 3(21.4) 14(100)

3만권 이상~6만권 미만 3(11.1) 0(0.0) 3(11.1) 5(18.5) 11(40.7) 5(18.5) 27(100)

6만권 이상~10만권 미만 2(8.0) 2(8.0) 4(16.0) 9(36.0) 7(28.0) 1(4.0) 25(100)

10만권 이상~20만권 미만 9(37.5) 4(16.7) 2(8.3) 5(20.8) 4(16.7) 0(0.0) 24(100)

20만권 이상~-40만권 미만 7(50.0) 2(14.3) 0(0.0) 2(14.3) 2(14.3) 1(7.1) 14(100)

40만권 이상~60만권 미만 7(70.0) 0(0.0) 0(0.0) 3(30.0) 0(0.0) 0(0.0) 10(100)

60만권 이상 5(83.3) 0(0.0) 1(16.7) 0(0.0) 0(0.0) 0(0.0) 6(100)

[표 30] 보존서고의 소장 장서량-설립년도 별(도서 수(비 , %))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량과 도서관의 설립년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설립년도가 상 적으로 비교적 최근인 도서관의 보존서고 소장장서량이 설립년도가 상 적

으로 오래된 도서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존서고에 2만권 미만의 자료를 소

장하고 있는 83개 도서관 중 설립년도가 1991년 이후인 도서관이 47개관이었다. 한편, 보존

서고 장서량이 10만권 이상인 도서관 한편 장서수가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에서 보존서고 장

서량이 10만권 이상인 52개관 중 설립년도가 1970년 이전인 도서관의 수는 34개관이었다. 보

존서고 장서량과 도서관의 설립년도는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존서고 소장자료의 비중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 보존서고의 소장자료량이 전체 장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

사하였다. 230개의 도서관이 이에 응답하였으며, 이중 공공도서관이 140개관, 학도서관은 

90개관이었다. 이들 203개 도서관이 보존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소장자료가 전체 소장자료에

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19.5%였으며, 이를 관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학도서관의 평균 

23.9%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도서관은 16.7%로 나타났다. 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소장 장서

량이 소장 장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공도서관에 비해 7.2%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보존서고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도서관의 보존

서고 면적은 학도서관보다 협소함과 더불어 보존서고 소장 장서량도 적다. 이에 따라 보존

서고에 소장되는 자료량이 전체 장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게 된다.

보존서고의 소장량이 전체 장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관종에 

상관없이 전체 도서관을 상으로 보면, 11%~15% 미만인 도서관이 36개관(15.7%), 6%~10% 

미만인 도서관은 30개관(13.0%), 26%~30% 미만을 차지하는 도서관이 29개관(12.6%) 그리고 

21%~25%를 차지하는 도서관이 22개관(9.6%)이었다. 그러나 관종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분

포도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공공도서관은 보존서고의 소장자료가 전체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미만인 도서관이 73개관인 것에 비해, 학도서관은 32개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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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1% 미만 14(10.0) 5(5.6) 19(8.3)

1~5% 15(10.7) 5(5.6) 20(8.7)

6~10% 19(13.6) 11(12.2) 30(13.0)

11~15% 25(17.9) 11(12.2) 36(15.7)

16~20% 13(9.3) 8(8.9) 21(9.1)

21~25% 10(7.1) 12(13.3) 22(9.6)

26~30% 21(15.0) 8(8.9) 29(12.6)

31~35% 10(7.1) 5(5.6) 15(6.5)

36~40% 3(2.1) 9(10.0) 12(5.2)

41~50% 8(5.7) 10(11.1) 18(7.8)

51~60% 2(1.4) 6(6.7) 8(3.5)

합계 140(100.0) 90(100.0) 230(100.0)

[표 31] 보존서고 소장 장서가 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 (도서 수(비 , %))

또한 그 비중이 30%이상인 곳이 공공도서관은 23개관인데 비해 학도서관은 30개관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결국 보존서고의 규모가 보존서고의 장서량과 전체 장서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료의 이관기준

보존서고로의 자료 이관은 장서관리 측면에서 진행된다. 장기간 이용되지 않은 도서, 복

본도서, 오․훼손도서, 새로운 자료로 체된 자료 등은 더 이상 서가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 입수되는 상황에서 장서의 질 관리와 이용자들에게 최신자료에 한 자

료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료를 서가에서 제적시키는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

다. 보존서고도 또 하나의 서고인 만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열람서가에서 보존서고

로 이관되는 자료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에서 보존서고로 자료이관을 실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살펴보

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65개 도서관중 어떤 형태로든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278개관이었으며, 이 중 공공도서관은 159개관, 학도서관이 119개관이었다. 이들 278개 도

서관 중 198개관(71.2%)이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기준으로 출판년도가 오래된 자료라

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용하는 기준이 복본자료 196개관(70.5%), 이용이 저조한 

자료 187개관(67.2%) 그리고 오·훼손 자료(158개관, 56.3%)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종을 구

분했을 경우, 공공도서관은 복본자료(109개관, 68.6%)로 조사된 반면 학도서관은 자료이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이용빈도(91개관, 76.5%)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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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자료의 출판년도 108(67.9) 90(75.6) 198(71.2)

자료의 오․훼손 상태 108(67.9) 50(42.0) 158(56.3)

복본의 유무 109(68.6) 87(73.1) 196(70.5)

이용빈도 96(60.3) 91(76.5) 187(67.2)

기타 15(9.4) 14(11.8) 29(10.4)

보존서고 운영 도서관 수 159(100.0) 119(100.0) 278(100.0)

[표 32] 보존서고로의 자료이  기 (복수응답)(도서 수(비 , %))

[그림 22] 보존서고로의 자료이  기

마. 보존서고 시설 및 환경

보존서고는 단순히 자료를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보존

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국내 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상으로 한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

서관이 278개관(공공도서관 159개관, 학도서관 119개관)이었다.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도서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존시설과 재난 비 장비 구축 및 운영여부를 조사하였다. 

보존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233관, 83.8%)이 구비하고 있는 시설은 휴 용 소화기

였으며, 그 다음은 206개 도서관(74.1%)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서가였다. 그리고 

집서가의 경우, 자동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25개관(9.0%)으로 나타난 반면 수동을 구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45개관(52.2%)로 나타났다. 아직은 자동 집서가의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존서고 환경의 최적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항온항습시설

과 온습도계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101개관과 114개관으로 조사되어, 36.3%와 41.0%의 도

서관만이 이에 한 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독처리 장비를 구비하고 있

는 도서관은 22개관(7.9%)에 불과하였고, 보존용 중성관리상자와 탈산처리장비를 갖추고 있

는 도서관은 9개관과 4개관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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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보존서고의 보존시설 황

항목 공공도서관(159개관) 대학도서관(119개관) 전체 도서관(278개관)

일반서가 119(74.8) 87(73.1) 206(74.1)

밀집서가 - 전동서가 10(6.3) 15(12.6) 25(9.0)

밀집서가 - 수동서가 80(50.3) 65(54.6) 145(52.2)

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시설) 53(33.3) 48(40.3) 101(36.3)

온습도계 66(41.5) 48(40.3) 114(41.0)

소화설비 - 자동 소화시설 41(25.8) 58(48.7) 99(35.6)

소화설비 - 휴대용 소화기 134(84.3) 99(83.2) 233(83.8)

보안장비 - 폐쇄회로 감시장치 22(13.8) 36(30.3) 58(20.9)

보안장비 - 이중 잠금장치 31(19.5) 38(31.9) 69(24.8)

소독처리장비 10(6.3) 12(10.1) 22(7.9)

자외선차단 시설 20(12.6) 24(20.2) 44(15.8)

보존용 중성 관리 상자 3(1.9) 6(5.0) 9(3.2)

탈산처리장비 1(0.6) 3(2.5) 4(1.4)

[표 33] 보존서고의 보존시설 황(도서 수(비 , %))

관종 별로 구분하여 보존시설의 구비여부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전반

적으로 보존시설의 구비율이 공공도서관보다는 학도서관이 높게 나타났다. 자동소화시설, 

폐쇄회로 감시 장치, 이중 잠금장치, 자외선차단시설 등에서는 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구비율의 차이가 작게는 7.6%에서 크게는 22.9%까지 났다. 

보존서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재난 비시설 현황은 [표 34]와 같다. 재난 비 

시설 중 가장 많은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은 화재경보장치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

설을 구비한 도서관이 전체의 66.9%에 해당하는 186개관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라고 할 수 있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도서관은 화재경보장치와 자동소화시설은 기본시설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소화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32.7%에 해당하는 91

개관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체계 이상시 비상작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도 전

체 도서관의 26.6%에 해당하는 74개관에 불과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이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이 21.4%에 불과하다. 보존시설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학도서관의 

재난시설 구비율이 공공도서관에 비해 높지만 전반적으로 관종에 상관없이 보존서고 자료에 

한 재난 비설비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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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도서관

이미 포화상태 63(39.6) 45(37.8) 108(38.8)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37(23.3) 28(23.5) 65(23.4)

5년 이내에 포화상태 29(18.2) 26(21.8) 55(19.8)

10년 이내에 포화상태 16(10.1) 14(11.8) 30(10.8)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유지 10(6.3) 5(4.2) 15(5.4)

무응답 4(2.5) 1(0.8) 5(1.8)

합계 159(100.0) 119(100.0) 278(100.0)

[표 35]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도서 수(비 , %))

[그림 24] 보존서고의 재난시설 황

항목 공공도서관(159개관) 대학도서관(119개관) 전체 도서관(278개관)

화재감시체계 - 화재경보장치 98(61.6) 88(73.9) 186(66.9)

화재진압체계 -자동소화시설 42(26.4) 49(41.2) 91(32.7)

전력체계 - 케이블의 방화재 사용 21(13.2) 18(15.1) 39(14.0)

전력체계 - 비상작동시설 34(21.4) 40(33.6) 74(26.6)

전력체계 - 피뢰체계 31(19.5) 32(26.9) 64(23.0)

[표 34] 보존서고의 재난시설 황(도서 수(비 , %))

바. 보존서고공간의 포화정도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278개관)을 상으로 현재 보존서고의 공간부

족여부에 해 질문하였다. 이미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한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38.8%에 해당하는 108개관이며, 향후 5년 이내에 공간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응답한 도

서관은 228개관으로 전제의 82%에 해당하였다.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막론하고 향후 3

년 이내에 보존서고의 공간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도서관은 각각 100개관

(62.9%)과 73개관(61.3%)으로 조사되었다. 반 로 앞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는 있지만 그 이

후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곳은 공공도서관 16개관(10.1%), 학도서관 11개관

(1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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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

장서수의 정도에 따라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상태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답한 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도서관 그룹은 소장 장서수 100만권 이

상~150만권 미만으로 전체 19관중 10개관으로 52.6%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한 도서관 그룹은 소장 장서수가 50만권이상~100만권 미만으로 전체 53관중 27관(50.9%)

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 하여 이미 포화상태이거나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도서관 그룹은 장서수가 100만권~150만

권 미만으로 전체 19관중 15관(78.9%), 소장자료 150만권 이상 그룹의 도서관은 13관중 10관( 

77.0%), 그리고 소장자료 50만권~100만권 미만 도서관 그룹은 53관중 36관(67.7%)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 장서수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의 부분은 보존서고의 공간이 이미 포화상

태이며, 적어도 2-3년 이내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태
장서

이미 
포화상태

2~3년 이내 
포화 상태

5년 이내 
포화 상태

10년 이내 
포화 상태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유지

무
응답

합계

10만권 미만 23(28.6) 20(23.8) 21(25.0) 10(11.9) 9(10.7) 1(1.2) 84(100.0)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44(40.4) 25(22.9) 20(16.8) 12(10.1) 5(4.2) 3(2.8) 109(100.0)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27(50.9) 9(17.0) 9(17.0) 6(11.3) 1(1.9) 1(1.9) 53(100.0)

100만권 이상~150만권 미만 10(52.6) 5(26.3) 4(21.1) 0(0.0) 0(0.0) 0(0.0) 19(100.0)

150만권 이상 4(30.8) 6(46.2) 1(7.7) 2(15.4) 0(0.0) 0(0.0) 13(100.0)

[표 36]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장서수 별(도서 수(비 , %))

[그림 26]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장서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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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년도

이미 
포화상태

2~3년 이내 
포화상태

5년 이내
포화상태

10년 이내
포화상태

10년 이후에도 
적정 수준유지

무응답

1960년 이전 24(42.1) 16(28.1) 10(17.5) 4(7.0) 2(3.5) 1(20.0)

1961~1970년 6(37.5) 1(6.3) 6(37.5) 0(0.0) 2(12.5) 1(20.0)

1971~1980년 15(55.6) 8(29.6) 3(11.1) 0(0.0) 1(3.7) 0(0.0)

1981~1990년 30(50.8) 5(8.5) 11(18.6) 11(18.6) 0(0.0) 2(40.0)

1991~2000년 24(36.4) 23(34.8) 12(18.2) 6(9.1) 1(1.5) 0(0.0)

2000년 이후 9(16.9) 12(22.6) 13(24.5) 9(16.9) 9(16.9) 1(20.0)

합계 108(100.0) 65(100.0) 55(100.0) 30(100.0) 15(100.0) 5(100.0)

[표 37]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설립연도 별(도서 수(비 , %))

설립년도에 따라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답한 도서

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도서관은 설립년도가 1971~1980년 사이였다. 두 번째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도서관의 설립년도는 1981~1990년이었고,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도

서관의 설립년도는 1960년 이전이었다. 이미 포화상태이거나 2-3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된다

고 예상한 도서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도서관의 설립년도는 1971~1980년이 85.2%, 1960년 

이전이 70.2%, 1991~2000년이 71.2%, 1981~1990년이 59.3%로 나타났다. 

부분의 도서관이 즉, 적어도 60%이상, 많게는 85%에 달하는 도서관이 보존서고 공간이 

이미 포화상태이거나 적어도 2~3년 이내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의 인용문을 보면 보존서고는 물론 일반서고의 포화정도도 가늠할 수 있다.

“신설도서 을 제외한 부분의 도서 이 서고 포화상태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이므로 

단일도서 마다 보존시설을 마련, 운 하기보다 국가 인 차원에서 제 로 된 시설을 마련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 일 것으로 생각됨”

“소규모도서 에서는 소장 공간이 부족하여 자료를 폐기해야만 하는 문제 발생. 배가 공

간이 없다고 책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로 지역별 공동보존이 으로 필

요함”

사. 국가보존복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한 조직, 전문 인력, 시설, 환경,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개별도서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실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 문화유산의 보존, 국가 학술연구의 진흥 등과도 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료보존․

복원센터를 건립하여 각급도서관의 안전한 자료보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

서 연구팀은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상으로 국가보존복원센터의 필요성에 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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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체

필요하다 165(79.3) 128(81.5) 293(80.3)

필요하지 않다 42(20.2) 29(18.5) 71(19.5)

무응답 1(0.5) 0(0.0) 1(0.3)

합계 208(100.0) 157(100.0) 365(100.0)

[표 38] 국가 차원의 도서  자료 보존․복원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 여부(도서 수(비 , %))

구분
공공도서관
(208개관)

대학도서관
(157개관)

전체 도서관
(365개관)

자료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167(80.2) 134(85.3) 301(82.5)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132(63.5) 82(52.2) 214(58.4)

자료보존․복원 담당 직원 대상 자료보존․복원에 관한 교육 실시 155(74.5) 123(78.3) 278(76.2)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기술지원 및 자문 121(58.2) 83(52.9) 204(55.9)

단위 도서관의 보존자료 위탁 보관 117(56.3) 82(52.2) 199(54.5)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비스 98(47.1) 71(45.2) 169(46.3)

[표 39] 자료보존․복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복수응답)(도서 수(비 , %))

하였다.

조사 결과, 80.3%에 달하는 293개의 도서관이 자료의 복존 및 복원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료보존복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을 

자료보존․복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분석해보았다. 

우선, 자료보존․복원센터가 건립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원하는지 각급 도

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된 항목은 ‘자료의 보존․복원 관련 표준

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이었다. 301개(82.5%) 도서관이 이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자료보존․복원 업무에 한 지침과 기 이 국가 으로 리될 필요성이 있다.”

“도서 에서 자료실 포화로 서고를 만들어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만 서고의 자료는 부분 

방치수 이므로 앞으로 도서 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센터가 있으면 자료보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다음으로는 278개(76.2%) 도서관이 보존업무 담당자를 위한 자료보존 및 복원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개별 도서 에서 별도의 인력을 보존  복원 인력으로 양성하기는 불가함으로 국가차원

의 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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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214개관, 58.4%),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204개관, 

55.9%) 자료의 위탁보관(199개관, 54.5%),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비스(169개관, 46.3%) 등

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중서나 절판도서 등 중요한 국가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서 국가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개별도서관이 수행하기에는 앞

서 기술한 인력이나 공간의 문제에 더불어 예산부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지적하는 사서

들도 많았다. 

“귀 본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존, 처리가 필요하나, 단 도서 에서 처리하기엔 

산이나 장비에 비해 그 수요가 미비하므로, 국의 도서 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

가차원의 소장자료 보존 복원 지원센터가 필요함.”

“역사 인 가치를 지닌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해 매우 문 인 인력과 많은 

산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문센터 설립이 요구됨.”

“개별도서 에서 보존  복원을 담할 인력  공간이 부족하고 보존, 복원, 자료 리 

등에 산지원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가 인 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 재 공간부족과 훼손 등의 이유로 가치있고 소 한 도서자료가 각각의 도서 에서 폐기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 자료보존  복원이 가능하다면 후세에게도 가치있는 

소 한 자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보존  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상에서와 같이 개별 도서관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에는 보존공간이나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해 국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

존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존복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

가. 공동보존서고 운영 현황

지역 도서관의 자료공동보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도서관, 전한밭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구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

역시립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등을 상으로 공동서고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으로 공동보존서고 운영여부,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경우 <공동보존서고 시설/재난 비 현

황, 인력 현황, 소장책수, 자료이관기준, 참여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향

후 운영계획, 지역 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기능 등에 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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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여부 운영계획
서울도서관 - -

대전한밭도서관 - 0

인천미추홀도서관 - 시 차원의 논의는 있으나, 도서관 차원의 논의는 없음
제주한라도서관 - -

대구시립중앙도서관 0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

[표 40] 지역 표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황

항목 내용
공간 면적 758.6(㎡)

시설 현황
일반서가, 소화설비(자동소화시설, 휴대용소화기), 보안장비(폐쇄회로 감시장치, 이중잠금장치), 

화재감시체계(화재경보장치, 자동소화시설), 전력체계(케이블 방호재, 비상작동시설, 피뢰체계)

소장 책수 194,582권

자료이관기준
발행년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희소성과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시대변천사 파악 가능한 
자료

참여도서관
대구지역 교육청 소속 도서관 9개관(대구시립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수성도서관, 

서부도서관, 두류도서관, 대봉도서관, 북부도서관, 달성도서관

[표 41] 구시립 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황

조사 결과, [표 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구시립중앙도서관 1개관이며, 운영계획 중인 도서관은 전한밭도서관으로 나타났다. 

1) 구시립중앙도서관

구시립중앙도서관은 구지역 공공도서관의 서고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개별도서관이 공간부족의 문제로 인해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를 공동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구지역 공동보존서고운 은 교육청의 폐교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설치에 따른 구지역 공공도서 의 개별도서  서고의 공간 부족 문제에 

해결책으로 폐교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 **작은도서 도 함께 설치운 하고 있습니다. 그러

므로 공동보존서고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 구

역시립 앙도서 에서 구지역 표도서  기능을 하고 있는 실에서 벗어나 구지역 

표도서 을 신축하여 공동보존서고기능도 갖추고 표도서 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시립 앙도서  자료보존담당 사서의 의견)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공동보존 TF팀을 구성하여 보존서고운영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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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공간 면적 540(㎡)

시설 현황 모빌랙 128대(7단)

자료 수용량 약 29만권
자료이관기준 -

[표 42] 한밭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황

2) 전한밭도서관

전한밭도서관의 경우 현재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으며 예산확보만

을 남겨둔 상황이다. 2015년 3월~4월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중이며 개요는 [표 42]와 같다.

나. 공동보존서고의 기능에 대한 의견

지역 표도서관 차원에서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해서는 담당 사서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전문기술지원/자문 등 제외하고 관련 표준/지침의 작성

과 보급, 교육 실시, 훼손 도서의 복원/수리 서비스, 단위 도서관의 보존자료 위탁 보관 등의 

역할 수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단위 도서관의 보존자료 위

탁 서비스는 제외하고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운영, 보존 

담당 직원을 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관련 전문기술지원/자문,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

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있었다. 

2.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환경 

2.1 조사물질 선정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기준” 상 오염물질인 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을 중심으로 우선평가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TBC도 평가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조사 상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조도를 추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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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보존
환경
 유지
기준

온도(℃) 18～22℃ 18～22℃
필름매체류 : -2～2℃

자기매체류 : 13～17℃
18～22℃

습도(%)

40～55%

(변화율은 
10% 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40～50%

(변화율은 10% 

이내)

공기질

미세먼지(PM-10) : 50 ㎍/㎥

이산화황(SO2) : 0.05 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 ppm 이하
오존(O3) : 0.05 ppm 이하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120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류(TVOCs) : 400 ㎍/㎥

조 명 보존서고 100～300 룩스, 전시관  50～200 룩스 (원본전시 기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표 43] 구기록물 리기 의 보존환경 기

2.2 조사물질 시료 측정 방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채취는 보존서고를 정상 운영하는 낮 시

간 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채취장소 및 지점은 상 시설의 구조, 특성, 발생원, 환

기시설의 운영패턴 등을 고려하여 공간 내 표지점을 선정하였다.

가. 미세먼지(PM-10)

PM-10 측정은 미세먼지 중 입경이 10 ㎛ 이하인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하

여 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측정방법인 Low volume air sampler method를 이용하였다. 

mini-volume portable air sampler(Firmetrics Co., US)에 PM-10 inlet를 장착하여 5 ℓ/min

의 유량으로 8시간 이상 시료를 포집하였다. PM-10 inlet에 의해 입경이 10 ㎛ 보다 큰 입자

는 흡입구의 충돌판에 관성 충돌하여 붙고, 10 ㎛ 보다 작은 입자는 충돌판에서 위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포집 여지에 쌓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량원소성분 분석에 가장 적

합한 재질로 알려진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 (pore size 1.0㎛, Advantec Co., 

Japan)를 사용하였다. 시료 포집 여지는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킨 다음, 항온, 항습상태인 

데시게이터 내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함량 시킨 후, 감도 0.01 ㎎의 chemical balance 

(Precisa Co., US)로 측량하였다. 기 중 미세분진의 농도는 포집 전, 후 포집여지의 무게 차

이를 총 포집유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무게를 잰 멤브레인 포집 여지는 페트리디쉬에 넣어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 봉 후, 중금

속 측정을 위한 전처리 전까지 데시게이터 내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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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Gas Analyzer API(model 300E)

측정물질 포집방법 분석방법
PM-10 Low Volume Air Sampler Method 중량법

[표 44] PM-10 시료의 포집  분석방법

[그림 27] Mini Volume Air Sampler(Firmetrics Co., US) 

나. 일산화탄소(CO), 산화질소(NOx) 및 오존(O3)

CO는 모두 비분산 적외선 측정법을 이용한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NOx는 화학발광법

을 이용한 질소산화물 측정기, O3의 경우에는 자외선광도법에 의한 오존측정기 Analyzer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서 

설치하였으며,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다. 알데히드류(Aldehydes)

Aldehyde류는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흡인펌프는 personal air sampler(Sibata, Japan)를 사용하였으며, 350㎎의 DNPH-silica (1.0㎎ 

DNPH)를 충전한 규격 1.0㎝(i.d.)×2.0㎝(o.d.)×4.3㎝(total length)의 카트리지인 DNPH-silica 

cartridge(Waters Corp, USA) 앞에 오존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0.46㎝(I.D.)×10㎝의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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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ldehyde류의 시료 채취 방법

[그림 30] Aldehyde류의 시료 채취  분석 방법

tube에 KI(Potassium iodide) 결정을 채운 오존 scrubber cartridge를 장착하여 시료를 채취

하였다. 시료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서 0.5L/min의 유량으로 약 30분 동안 채취하였고, 

채취 후 카트리지의 양쪽 끝에 플라스틱의 캡을 씌워 봉하여 시료 분석 전까지 –70℃에

서 냉동 보관하였다.

시료의 분석을 위해 포집 된 시료의 카트리지를 Manifold(Supelco Inc, USA)에 부착하고, 

펌프를 장착하여 압력을 건 후 1㎖/min의 유속에서 HPLC grade acetonitrile 5㎖로 탈착하

였다. 탈착 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Vial을 Acetonitrile로 세척하여 60℃에서 건조하

여 사용하였다. 용출액은 2㎖ Vial에 담은 후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링 필름으로 

봉한 후 냉동 보관하였다.

Aldehyde류의 정량분석 방법은 DNPH-silica cartridge(Waters Corp., USA)내 코팅된 

DNPH (2,4-dinitrophenylhydrazone)에 흡착되어 hydrazone의 안정한 유도체를 형성하는 방

법을 적용하였다. Aldehyde류의 정성 및 정량을 위한 표준시약은 supelco사 제품으로 

TO11/IP-6A aldehyde/ketone DNPH mix(15㎍/㎖)를 사용하였으며, 추출에 사용한 SPE 

manifolder는 supelco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추출 용매로 사용한 시약은 순도 99.9%의 

Duksan사 제품으로 HPLC용 acetonitrile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HPLC용 acetonitrile은 순도 99.9%의 Duksan사, HPLC용 

tetrahydrofuran은 J.T. Baker사, 증류수는 탈이온 증류장치(Milipore, Milford)를 혼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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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용출된 DNPH 유도체화된 Aldehyde류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은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

을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가진 HPLC alliance (separation module 2690)/(dual λabsorbance 

detector 2487)(Waters Corp, USA)을 이용하였다. 고정상으로는 LC-C18 column(4.6㎜×25 ㎝, 

I.D. 5㎛ Supelcosil)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는 1.2㎖/min의 유량으로 acetonitrile과 water, 

tetrahydrofuran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칼럼의 온도와 시료의 온도는 20℃로 일정하게 유

지시켜 분석하였다. 흡광 파장은 DNPH 유도체가 350~380㎚의 흡광 영역에서 최 의 감도

를 가지므로 자외선의 파장을 360㎚에 고정시키고, 2AUFS(Absorbance Units Full Scale)의 

감도로 분석하였으며 결과, Aldehyde류의 체류 시간은 35분이었다. 시료주입은 자동시료 주

입기로 20㎕씩 주입하였다. HPLC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 45]에 제시하였다.

항목 조 건

칼럼 LC-C18(4.6mm×25mm, I.D. 5㎛ Supelcosil)

칼럼 온도 32℃

시료 온도 32℃

이동상
A : water/acetonitrile/tetrahydrofuran=60:30:10(V/V)

B : water/acetronitrile=40:60(V/V)

분석 단계
0min~2min : A/B=100%/0%

3min~32min : A/B=0%/100%

33min~35min : A/B=100%/0%

유량 1.2㎖/min

시료 주입 용량 20㎕

검출 조건 Absorbance at 360㎚

[표 45] Aldehyde류의 HPLC 분석조건

조사물질의 정성․정량을 위해 표준혼합용액(105㎍/㎖)을 10배, 50배, 100배, 500배, 1000

배, 2000배, 4000배, 8000배 희석 조제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각 용액의 농도별 피크 면

적으로부터 검량선의 신뢰 계수를 [표 46]에 나타내었다.

물질 기울기 절편 신뢰계수 (r2)

Formaldehyde 47858 -6684 0.999

Acetaldehyde 78848 -21445 0.998

[표 46] Aldehyde류의 검량선의 신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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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체흡착 을 이용한 시료채취장치

라. 총휘발성유기화합물류(TVOCs)

TVOCs 시료는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바닥으로

부터 1m 높이에서 0.1L/min의 유량으로 약 30분 동안 포집되었다. 흡착관으로는 미국 

Supelco사의 Tenax-TA튜브와 등속흡인펌프(Sibata,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시료의 흡인펌프

는 측정 전 공인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 및 형식승인을 취득하였다. 

시료 포집이 완료 된 흡착관의 운반은 반드시 PTFE 패럴을 이용하여 흡착관을 막은 다

음 운반하였고,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4℃ 이내)하였다. 시료 포집에 앞서 흡착관은 드라이

오븐을 이용하여 320℃에서 6시간 동안 컨디셔닝 되었다. 드라이오븐 장치는 한번에 9개의 

흡착관을 컨디셔닝 할 수 있다. 공시료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컨디셔닝이 끝난 흡착관 

중 임의로 2개를 선정 실험하여 오염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32] 흡착  blank test 결과

본 실험에서 TVOCs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기는 미국 Agilent사의 GC/MSD였으며, 전처

리장치는 미국 Perkin-Elmer사의 Turbomatrix ATD를 이용하였다. 분석 조건과 기기는 아래

의 [표 47], [표 48]과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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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기울기 절 편 R-square

Benzene 15623 -930.1 0.999

Toluene 277514 -112 0.999

Ethylbenzene 265684 1777 0.998

Xylene 1000000 -10796 0.997

[표 49] 조사물질  TVOCs의 검량선 신뢰계수

구  분 분석 조건
GC Capillary Column GC

Detector MS

Column DB-1 (60m × 0.32㎜ × 3㎛)

Carrier Gas aN.D Flow He(99.999%), 1.2㎖/min

GC Temperature Program 50℃(10min) → 5℃/min → 220℃(10min)

Ms CoN.Dition

Mode EI(Electron ion)

Electron Energy 70ev

Detection mode TIC(Scan), m/z: 41～350

[표 47] GC/MSD 분석 조건

ATD Model PerkinElmer Turbomatrix ATD Transfer line temp. 200℃

Desob temp. 320℃ Desorb flow 90㎖/min

Desob time 10 min Min. pressure 10.3psi

Valve temp. 200℃ Inlet split splitless

Cold trap hold 5 min Outlet split 10㎖/min

Cold trap high 350℃ Cold trap Air monitoringtrap

Cold trap low -30℃ - -

[표 48] ATD 분석 조건

[그림 33] 분석기기(GC/MSD/ATD)

조사 상물질의 정성․정량을 위해 표준물질을 희석 조제하여 GC syringe로 각각 0.5㎕

씩 주입하였다. 이때 총 들어간 양은 5ng, 25ng, 50ng, 100ng, 200ng, 400ng이었으며 이들 결

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농도별 피크 높이로부터 검량선의 신뢰계수를 [표 49]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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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io-contaminate sampling pump(Buck, USA)

마. 총부유세균(Total Bacteria Count)

공기 중 미생물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로 관성충돌포집법에 의한 Bio-contaminate 

sampling pump(Buck, USA)을 이용하였으며,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 펌프를 설치하

고 미리 준비된 배지(Tryptic soy agar, TSA)에 100L/min 의 유량으로 3분 동안 포집하였다. 

포집이 완료된 배지는 30~35℃로 설정된 배양기 안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증식된 균 집

락수를 세어 공기의 단위 체적 당 균수(CFU/㎥)로 산출하였다.

바. 온·습도

온․습도 측정방법은 NDIR 연속측정법을 적용한 휴 용 측정 장비인 AdvancedSense 

IAQ(IQ-610Xtra, Gray wolf Sensing solutions)를 사용하여 서고 내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온·습도 측정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서 설치

하였으며,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Parameter Description

Response Time < 1minute

Operating Humidity 0 ~ 98%

Operating temperature -15 ~ 60℃

[표 50] 온․습도 측정 장비 AdvancedSense의 사양

사. 조도

조도 측정방법은 휴 용 측정 장비인 디지털 조도계(TES-1330A)를 사용하여 서고 내 조

도를 측정하였다. 조도 편차가 큰 서고 특성상 표성 있는 지점 선정이 힘들어 서고 내 공

간을 6등분 이상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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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종로도서관

도서관 연혁 1920. 11. 27 개관

서고 일반서고 귀중본서고

서고 규모 120 ㎡ 40 ㎡

서고 내 장서량 일반서: 22,462권 / 신문: 1,824권 고서 2,911권

장서유형 및 특성 - 서가 형태 : 목재형 / - 장서유형 : 일반서, 고서, 신문

비고 - 층수 : 3층 / - 2014. 8월 공조시스템 설치 / - 에어컨 설치

[표 52] 서울종로도서  보존서고 황

Parameter Description

Display 3 1/2 digit LCD

Ranges 20/200/2,000,20,000 lux

Operating temperature -15 ~ 60℃

[표 51] 조도 측정 장비 TES-1330A의 사양

2.3 연구 대상 도서관 및 현장 측정 전경

연구 상 도서관으로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선정하여 

각 도서관별로 2지점을 측정하였다.

가. 서울종로도서관

공공도서관으로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종로도서관을 선정하여 

2014년 8월경에 일반서고와 귀중본서고를 측정하였다.

일반서고는 본관 지상 3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목재형, 장서량은 24,286권이었다. 

내부특징으로는 창문이 없고 천장이 낮았으며, 2014년 8월 항온항습 공조시스템 및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귀중본서고는 본관 지상 3층에 일반서고와 함께 벽을 두고 위치하였고, 서

가형태는 목재형, 장서량은 고서 2,911권이었다. 내부특징으로는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가 어

렵고 에어컨은 있었으나 공조시스템을 최근 갖추었고, 또한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나 측정 당

시 비교적 높은 습도를 보였는데 벽 마감재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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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울산중부도서관

도서관 연혁 1984. 5. 3. 준공

서고 자료보관실

서고 규모 265.8 ㎡

서고 내 장서량 120,035권

장서유형 및 특성
- 서가 형태 : 모빌랙(6단2련복식서가 환산 : 110대)

- 장서유형 : 일반 및 아동도서, 참고도서, 제본 신문

비고 - 층수 : 2층       - 항온·항습 장치 없음 / 창문 있음 /에어컨 설치

[표 53] 울산 부도서  보존서고 황

일반 서고 귀중본 서고

[그림 35] 서울종로도서  보존환경 경

나. 울산중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 자료보관실을 2지점(A, B)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일반서고는 본관 지상 2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모빌랙, 장서량은 120,035권이었다. 

내부특징으로는 항온․항습 시스템은 없었고, 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등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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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실(서고) A 자료보관실(서고) B

[그림 36] 울산 부도서  보존환경 경

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서고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아래 2지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일반서고는 본관 지상 2층에 위치하였고, 서가형태는 목재서가, 장서량은 35만여 권이었

다. 내부특징으로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온·항습 시스템은 없으며 작은 창문이 있었

으나, 기록물 보관 시 자연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도서관 연혁 1982년 개관

서고 서고

서고 규모 596.2 ㎡

서고 내 장서량 350,000여책(전 장서의 47%)

장서유형 및 특성 - 복본 자료 / 오․훼손 자료 / 귀중자료, -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이용빈도가 적은 자료

비고 - 복층구조 / 항온·항습 장치 무

[표 54] 부산시립시민도서  보존서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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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측정치
Ave±SD (Min~Max)

보존
환경
유지
기준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표 55] 도서 별 보존서고 내 환경 농도 비교

서고 A 서고 B

[그림 37] 부산시립시민도서  보존환경 경

2.4 도서관 내 서고 공기질 측정 결과 분석

가. 도서관별 규제 항목 측정 결과 

본 연구의 도서관별 서고 공기질 측정 분석 결과를 기준치와 비교하여 현 서고환경의 공

기질 수준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 PM-10와 서울종로도서관에서 TVOCs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기준” 을 초과하는 사례를 보였으나, 부분의 시설에서 유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다만 습도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40~55%)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

다.

PM-10 평균값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순으로 조사되

었다. NOx의 경우, 서울종로도서관에서는 조사된 2지점의 서고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나머지 

세 도서관 서고의 평균값 역시 기준치에 비해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O3은 부산시립시민도서

관 내 2지점의 서고에서 모두 불검출되었다. Formaldehyde 및 TVOCs의 평균값은 서울종로

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CO 평균 농도값은 서울

종로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TBC의 평균값은 부

산시립시민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온․습도 및 조도

의 경우,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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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36.92 33.58 33.14 28.25 133.22 34.70 50도서관 평균 35.25 30.70 83.96

NOx ppm N.D N.D N.D
0.04±0.00

(0.04~0.05)

0.02±0.00

(0.02~0.03)
N.D 0.05

도서관 평균 N.D 0.02 0.01

O3 ppm
0.01±0.00

(0.01~0.01)

0.00±0.00

(0.00~0.01)

0.01±0.00

(0.01~0.01)

0.01±0.00

(0.01~0.01)
N.D N.D 0.05

도서관 평균 0.01 0.01 N.D
 Formaldehyde ㎍/㎥ 25.82 26.55 24.67 20.76 14.54 14.84 120도서관 평균 26.18 22.72 14.68

TVOCs ㎍/㎥ 345.69 864.06 150.98 132.84 33.07 29.59 400도서관 평균 604.88 141.91 31.33

CO ppm
0.96±0.10

(0.80~1.10)

0.69±0.06

(0.60~0.80)

0.87±0.07

(0.80~1.00)

0.69±0.06

(0.60~0.80)

0.55±0.05

(0.50~0.60)
N.D 10

도서관 평균 0.85 0.78 0.28
TBC CFU/㎥ 8.10 8.10 4.20 8.70 7.20 9.90 -도서관 평균 8.10 6.45 8.55

온도
℃

20.7±0.1

(20.4~20.9)

19.6±0.7

(18.8~20.8)

25.4±0.1

(25.2~25.5)

23.2±0.8

(22.4~24.9)

25.6±0.1

(25.5~25.8)

26.0±0.1

(25.5~25.8) 18~22
도서관 평균 20.2 24.1 25.8

습도 %
59.9±0.8

(58.2~61.4)

78.8±4.1

(70.7~83.5)

59.6±1.8

(57.4~63.2)

58.6±1.2

(56.7~60.0)

75.6±0.9

(74.7~78.7)

75.8±0.2

(75.4~76.3) 40~55
도서관 평균 68.3 59.0 75.7

조도 lux
728±225

(446~1068)

629±388

(188~919)

102±94

(22~204)

306±136

(209~501)

177±35

(138~205)

225±140

(63~309)
100~

300도서관 평균 695 204 201

항목 단위
Ave±SD (Min~Max) 보존환경

유지기준
서울종로도서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PM-10 ㎍/㎥ 36.92 33.58 50도서관 평균 35.25
NOx

ppm
N.D N.D

0.05도서관 평균 N.D

O3 ppm
0.01±0.00

(0.01~0.01)

0.00±0.00

(0.00~0.01) 0.05
도서관 평균 0.01

 Formaldehyde 
㎍/㎥

25.82 26.55
120도서관 평균 26.18

TVOCs ㎍/㎥ 345.69 864.06 400도서관 평균 604.88

CO ppm
0.96±0.10

(0.80~1.10)

0.69±0.06

(0.60~0.80) 10
도서관 평균 0.85

TBC CFU/㎥ 8.10 8.10 -도서관 평균 8.10

온도 ℃
20.7±0.1

(20.4~20.9)

19.6±0.7

(18.8~20.8)
18~22

[표 56] 서울종로도서  보존서고 내 환경 농도

서울종로도서관의 경우, 측정항목 중 TVOCs 농도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6)』의 기준치(400 ㎍/㎥)를 2개지점 모두 초과사례를 보였다.  Guyot(2004)의 경

우 잉크를 VOCs의 주요오염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서고 내 상당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코팅바닥재(Yu and Crump, 1998)와 모빌랙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나

머지 항목들은 기준치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습도(40~55%) 및 조도(100～300 룩

스(lux)는 기준치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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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평균 20.2

습도
%

59.9±0.8

(58.2~61.4)

78.8±4.1

(70.7~83.5) 40~55
도서관 평균 68.3

조도 lux
728±225

(446~1068)

629±388

(188~919) 100~300
도서관 평균 695

항목 단위
Ave±SD (Min~Max) 보존환경

유지기준
울산중부도서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PM-10

㎍/㎥
33.14 28.25

50각 도서관 평균 30.70

NOx ppm N.D
0.04±0.00

(0.04~0.05) 0.05
각 도서관 평균 0.02

O3 ppm
0.01±0.00

(0.01~0.01)

0.01±0.00

(0.01~0.01) 0.05
각 도서관 평균 0.01
 Formaldehyde ㎍/㎥ 24.67 20.76 120각 도서관 평균 22.72

TVOCs
㎍/㎥

150.98 132.84
400각 도서관 평균 141.91

CO ppm
0.87±0.07

(0.80~1.00)

0.69±0.06

(0.60~0.80) 10
각 도서관 평균 0.78

TBC
CFU/㎥

4.20 8.70
-

각 도서관 평균 6.45

온도
℃

25.4±0.1

(25.2~25.5)

23.2±0.8

(22.4~24.9) 18~22

각 도서관 평균 24.1

습도
%

59.6±1.8

(57.4~63.2)

58.6±1.2

(56.7~60.0) 40~55

각 도서관 평균 59.0

조도
lux

102±94

(22~204)

306±136

(209~501) 100~300

각 도서관 평균 204

[표 57] 울산 부도서  보존서고 내 환경 농도

항목 단위
Ave±SD (Min~Max) 보존환경

유지기준부산시립시민도서관

[표 58] 부산시립시민도서  보존서고 내 환경 농도

울산중부도서관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치 이

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습도 및 조도에서 다소 초과사례가 있었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서고 내 복층구조 중 윗 층의 PM-10 농도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치(50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조사항목

은 기준치 이하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온·습도는 관리 기준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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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1 측정지점2

PM-10
㎍/㎥

133.22 34.70
50

도서관 평균 83.96

NOx
ppm

0.02±0.00

(0.02~0.03)
N.D

0.05

도서관 평균 0.01

O3
ppm

N.D N.D
0.05

도서관 평균 N.D

Formaldehyde 
㎍/㎥

14.54 14.84
120

도서관 평균 14.68

TVOCs
㎍/㎥

33.07 29.59
400

도서관 평균 31.33

CO
ppm

0.55±0.05

(0.50~0.60)
N.D

10

도서관 평균 0.28

TBC
CFU/㎥

7.20 9.90
-

도서관 평균 8.55

온도
℃

25.6±0.1

(25.5~25.8)

26.0±0.1

(25.5~25.8) 18~22

도서관 평균 25.8

습도
%

75.6±0.9

(74.7~78.7)

75.8±0.2

(75.4~76.3) 40~55

도서관 평균 75.7

조도
lux

177±35

(138~205)

225±140

(63~309) 100~300

도서관 평균 201

나. 도서관별 규제 항목 측정 결과 분석

(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PM-10 36.92 33.58 33.14 28.25 133.22 34.70
50

각 도서관 평균 35.25 30.70 83.96

[표 59] 도서 별 보존서고 내 PM-10 농도 비교

(단위 : ppm)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NOx N.D N.D N.D
0.04±0.00

(0.04~0.05)

0.02±0.00

(0.02~0.03)
N.D

0.05

각 도서관 평균 N.D 0.02 0.01

[표 60] 도서 별 보존서고 내 NOx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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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ppm)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O3
0.01±0.00

(0.01~0.01)

0.00±0.00

(0.00~0.01)

0.01±0.00

(0.01~0.01)

0.01±0.00

(0.01~0.01)
N.D N.D

0.05

각 도서관 평균 0.01 0.01 N.D

[표 61] 도서 별 보존서고 내 O3 농도 비교

(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HCHO 25.82 26.55 24.67 20.76 14.54 14.84
120

각 도서관 평균 26.18 22.72 14.68

[표 62] 도서 별 보존서고 내 Formaldehyde 농도 비교

(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TVOCs 345.69 864.06 150.98 132.84 33.07 29.59
400

각 도서관 평균 604.88 141.91 31.33

[표 63] 도서 별 보존서고 내 TVOCs 농도 비교

(단위 : ppm)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CO
0.96±0.10

(0.80~1.10)

0.69±0.06

(0.60~0.80)

0.87±0.07

(0.80~1.00)

0.69±0.06

(0.60~0.80)

0.55±0.05

(0.50~0.60)
N.D

10

각 도서관 평균 0.85 0.78 0.28

[표 64] 도서 별 보존서고 내 CO 농도 비교

(단위 : CFU/㎥)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TBC 8.10 8.10 4.20 8.70 7.20 9.90
-

각 도서관 평균 8.10 6.45 8.55

[표 65] 도서 별 보존서고 내 TBC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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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온도
20.7±0.1

(20.4~20.9)

19.6±0.7

(18.8~20.8)

25.4±0.1

(25.2~25.5)

23.2±0.8

(22.4~24.9)

25.6±0.1

(25.5~25.8)

26.0±0.1

(25.5~25.8) 18~22

각 도서관 평균 20.2 24.3 25.8

[표 66] 도서 별 보존서고 내 온도 비교 

(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습도
59.9±0.8

(58.2~61.4)

78.8±4.1

(70.7~83.5)

59.6±1.8

(57.4~63.2)

58.6±1.2

(56.7~60.0)

75.6±0.9

(74.7~78.7)

75.8±0.2

(75.4~76.3) 40~55

각 도서관 평균 69.3 59.1 75.7

[표 67] 도서 별 보존서고 내 습도 비교

(단위 : lux)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조도
728±225

(446~1068)

629±388

(188~919)

102±94

(22~204)

306±136

(209~501)

177±35

(138~205)

225±140

(63~309) 100~300

각 도서관 평균 679 204 201

[표 68] 도서 별 보존서고 내 실내 조도 비교

다. 도서관별 미규제 항목 측정 결과 분석

Aldehyde류 물질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내 규제 상물질

은 Formaldehyde 뿐이며 현재까지 Acetaldehyde, Acetone, Acrolein,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허나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연구 분석을 위해 다

음의 미규제 항목들을 선정하여 나타내었다.

미규제 물질의 경우 기준치와의 비교는 어려우며 Acetaldehyde와 Propionaldehyde의 평

균값은 울산중부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나타났고, Acetone 

+ Acrolein의 평균값은 서울종로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조

사되었다. 마지막으로 Butyraldehyde 평균값의 경우, 울산중부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부

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TVOCs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내에서 Benzene,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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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Acetaldehyde 12.40 11.25 26.59 26.29 9.41 6.33
-

도서관 평균 11.83 26.44 7.87

Acetone + Acrolein 64.63 57.78 33.24 33.11 19.21 13.17
-

도서관 평균 61.20 33.17 16.19

Propionaldehyde 1.32 1.19 2.83 2.77 1.18 0.70
-

도서관 평균 1.25 2.80 0.94

Butyraldehyde 1.47 1.47 1.47 1.96 1.47 1.47
-

도서관 평균 1.47 1.72 1.47

[표 69] 도서 별 미규제 Aldehyde류 농도 비교

Ethylbenzene, Xylene, Styrene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진 않다. 다만 이러한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통칭한 TVOCs를 규제하고 있다. 허나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연구 분석을 위해 

TVOCs 내 BTEXS의 농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TVOCs의 경우, 서울종로도서관의 서고 내에서 기준치에 2배 이상 초과하는 농도값을 보

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고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그 밖

의 미규제 물질의 경우 기준치와의 비교는 어려우며 서울종로도서관에서 Toluene을 비롯한 

TVOCs 농도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항목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환경

유지기준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측정지점1 측정지점2

Benzene 0.88 0.89 0.88 0.86 1.21 0.87
-

도서관 평균 0.88 0.88 1.04

Toluene 31.26 42.05 6.03 5.55 6.50 7.22
-

도서관 평균 36.65 5.79 6.86

Ethylbenzene 4.95 6.40 1.62 1.49 1.22 1.24
-

도서관 평균 5.68 1.56 1.23

Xylene 2.05 1.91 1.43 1.29 0.75 0.56
-

도서관 평균 1.98 1.36 0.65

Styrene 1.35 1.46 0.80 0.80 0.80 0.79
-

도서관 평균 1.40 0.80 0.79

[표 70] 도서 별 미규제 TVOCs 농도 비교

2.5 소결

서울종로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2곳의 서고를 측정한 결과, TVOCs가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보존환경 기준” 을 초과하는 사례를 보였으나, 기타 항목은 유지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습도의 경우 기준치(40~55%)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서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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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존서고의 경우 에어컨은 있었으나 공조시스템을 최근 갖추었고, 또한 에어컨을 가

동하였으나 측정 당시 비교적 높은 습도를 보였는데 벽 마감재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어, 최근 설치된 항온·항습 시스템을 풀가동하여 보존서고의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

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서들이 있는 서고의 경우 원활한 온·습도 유지가 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 바,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중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자료보관실을 2지점(A, B)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기준” 을 초과 사례는 없었다. 다만 습도의 경우 기준치

(40~55%)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내부특징으로는 항온·항습 시스템은 없었고, 하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등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하절기의 

경우 온·습도의 미관리는 보존서고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에

어컨의 주간 시간 의 정상적인 운영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재

정적인 지원을 통해 항온·항습 시스템의 적정 설치가 요구된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서고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아래 2지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조사항목 중 PM-10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기준” 을 초과하는 사례

를 보였으나, 부분의 시설에서 유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타 도서관과 

유사하게 습도의 경우 기준치(40~55%)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항온·항습 시스템은 없

었고, 이동이 가능한 항습기가 2-3개 설치되어 있었으나, 넓은 공간에 비해 기기수가 작아 충

분한 항습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보였고, 작동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

체 또는 관련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항온·항습 시스템의 적정 설치가 요구된다. 나아

가, 서고 내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동원격 보존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도 및 습

도 뿐 만 아니라, 보존서고 내 보존폼 뿐 만 아니라 서고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건강까지 고

려하여 유해물질(PM-10, NOx, O3, Aldehyde류, CO, TVOCs)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등

의 장기적인 보존환경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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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자료보존‧복원 지원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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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립 앙도서  자료보존 로드맵 

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및 도서관 

지원방안

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로드맵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정책 방향은 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복원 정책 수

립 ; 2) 자료보존․복원 조직체계 확립 ; 3) 인력 및 연구․기술 분야의 전문성 확립 ; 4) 국

내외 자료보존․복원 협력체제 확립 ; 5) 차별화된 자료 보존․복원 경쟁력 확립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자료보존․복원정책 로드맵은 <기반조성단계>, 전문성을 강화하

는 <확산단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숙단계>로 구분된다. 

기반조성단계의 과제는 자료보존을 위한 발전정책 수립, 자료보존업무의 통합화와 일원

화, 자료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조적 지식문화강국을 선

도하는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을 위한 중단기적 발전정책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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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국립 앙도서 의 자료보존 략

한다. 발전정책방안에 자료보존․복원업무의 통합화를 통한 조직의 확 가 포함되어야 한다. 

확산단계의 과제는 인력의 전문화, 연구 및 기술개발 체제 구축,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자원보존을 위한 각급도서관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기반조성단계를 거쳐 업무와 조직

체제가 완비되면,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자료보존․복원업무에 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야 한다. 국가자원의 효과적인 보존․복원 방법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과 연구시설 등을 확

보하여 국가자원의 이용성 및 보존성 향상방안 및 기술력을 주도하여야 한다. 

성숙단계의 과제는 자료보존․복원 조직의 독립기구화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복원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효율적․효

과적 보존을 통한 미래세 와의 소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별 보존처리, 장비, 기술, 인력

의 전문화단계를 거쳐, 국립문화재연구소나 해외 선진국가도서관의 사례처럼 독립된 자료보

존․복원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국내 문화유산기관 중 지적문화유산의 보존을 이끌 구심점으

로서 국가기록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회도서관 등과 차별화되면서 국가 전체 지적자원의 

보존을 책임질 수 있는 표기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관종 

별 공동보존서고, 국내외 문화유산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2.1 자료보존전략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의 최종적인 목적은 미래세 와의 소통을 위한 국가지식정보자

원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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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1)종합적 효율적 보존·복원 업무체

계 구축 ; 2)보존․복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식정보자원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 ; 

3)국가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과의 협력체제 강화 ; 4)자료유형별 보존지

침의 수립 등 4가지 전략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 지침의 제안을 위해 미국 의회도서관 보

존지침,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취급을 위한 IFLA 원칙,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시설 기준 

등을 참고하였다.(<부록 7> 참고)

2.2 종합적 효율적 보존·복원 업무체계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관련 조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서고관리

주체에 따라, 자료의 매체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곧 1,000만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 2013년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으로 자료 

수장 능력이 2,000만권을 넘어선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서고와 장서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료보존을 조직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조직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70년의 역사와 

1,000만권이라는 장서에 비해 보존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문화유산보존을 위해 표적인 문화유산기관 및 자료보존기관들에게는 기관

의 특성에 따른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업무와 기술 연구를 위해 전문화된 역할과 책임이 뒤

따른다. 문화재의 보존과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연구소는 2009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설립

하여 국가 문화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기록물

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기록원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

우 보존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가. 자료보존·복원 업무 체계화 및 일원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업무는 자료실별, 서고운영주체별, 자료매체별로 구분되어 분

산되어 있고 과별로 중복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과학적인 보존처리, 서고관리, 시설 및 장

비 보강 및 효율적인 자료보존정책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벨기에 왕립도서관 및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경우 자료보존업무의 범위를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보존까지 총괄관리하고 있다. 보존전략은 매체에 관계없이 한곳에서 이

루어지고 다만 실행전략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즉, 도서관 내부의 유기적

인 업무체계로 자료입고부터 서고 배가까지 업무 흐름에 맞춘 보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관리와 자료보존․복원업무는 분리되어 있다. 자료보존․복원 업무

는 도서관연구소의 자료보존실에서 열람용 자료관리는 자료관리부(자료운영과)에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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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디지털운영부(디지털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의 과학적 보존은 자료의 용도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료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순간부

터 모든 자료를 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자료보존관리시스템은 자료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디지털

자료 등의 매체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예방적 차원의 과학적인 서고관리를 통한 자료의 보존

성 확보에서부터 훼손자료의 사후적 관리차원의 보존처리, 매체변환 등의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의 관리와 보존처리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0] 자료보존․복원 업무체계 개선(안)

통합 자료관리 보존․복원 업무체계에 따르면, 각각 분리되어 있던 자료관리와 매체변환 

등 자료보존 및 복원에 관련된 업무를 자료보존실에서 독자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자료가 도

서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존처리와 복원에 이르기까지 관련업무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함

으로써 정책부터 실시 및 실행에 이르는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보존은 단순한 보존처리 및 복원이 아니다. 통합 자료관리 보존․복원 업무체계를 구축할 

경우, 예방적 차원의 효과적인 자료관리부터 과학적인 보존․복원 업무 등이 유기적으로 연

계될 수 있어 자료보존정책 및 운영업무가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나. 자료보존·복원 업무 조직의 강화

2009년 디지털도서관에 보존용서고가 들어서고, 2010년 8월부터 자료보존실은 국제도서관

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료보존실 내에 보존․복원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탈산

처리실, 자료촬영실, 제본실 등을 갖춰 자료의 보존 복원을 위한 전문장비 및 시설을 갖춰 

연간 자료보존처리 능력을 강화시켰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실 업무는 주로 보존 및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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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료보존․복원 업무 확  개편(안)

보존 업무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자료관리, 다양한 보존 업무, 복원처리 업무가 서

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소장자료의 예방보존과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료의 훼손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훼손자료에 

한 최적의 보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호주 국립도서관 등의 자료보존조직 및 인적구성 사

례, 벨기에 왕립도서관의 훼손지도(Damage Atlas)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면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자료보존․복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료보존의 시작은 예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즉, 예방적 차원의 자료 

관리부터, 과학적인 보존 복원 처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으로 

자료보존정책 및 운영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관리강화를 위해 자료보존 및 복원 업무를 위

한 조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분산되어 있는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재구성하여 

재편․확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보존실에서 수행해왔던 보존서고 관리, 자료보존 및 복원, 매체변환, 국제도서관

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로서의 보존관련 협력사업 및 도서관 지원 업무

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관리 및 보존․복원 차원에서 재편․확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료관리 및 보존․복원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매

체와 환경기술의 변화로 인해 보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

구인력, 장비, 연구소의 미비로 인해 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보존관

련 연구 및 기술개발은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과학적인,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

적인 자료관리 및 보존․복원 정책수행을 위해 보존연구 및 기술개발을 관장하는 부서를 신

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에 기반한 맞춤형 보존기술 및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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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개편될 자료보존․복원 조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크게, 예방적 차원의 자료관리, 

보존 및 복원처리, 매체변환, 보존복원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연구, 교육 및 지원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부서에서 담담할 업무는 [그림 42]와 같다. 

자료보존·복원 조직

보존기획 및
자료관리

보존 및 복원 매체변환 연구 및 기술 협력 및 지원

-보존정책 전략
-장서의 재난관리
-장서점검, 평가
-보존 및 서고
 환경관리(탈산 ,   

살균소독 등)

-직원 교육 등

-소장 매체별(책, 종이, 

사진, 지도 실물  등) 

보존·복원 처리
-특수장서(고서, 귀중
서, 희귀서 등) 보존· 
복원 처리
-보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훼손자료의 매
체변환
-마이크로필름 
제작
-디지털화
-디지털자료의
 보존 전략

-보존․복원지원을 위한 
연구기술 활동
-과학적인 분석 및 연구
-환경평가 및 해석
-외부유관기관과의 연구
협력
-연구개발결과의 출판 
및  보급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보존·복원 지원
-귀중서, 희귀서 등 귀중
자료 위탁보존 관리
-전문 인력 및 장비 지원
-보존․복원담당자 교육

[그림 42] 자료보존‧복원 조직의 주요업무

보존기획 및 자료 관리는 예방과 보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최적의 보존환경을 제

공하여 자료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자료의 열화 혹은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관련된 업무이다. 보존을 위한 직․간접적 활동들로서 제본, 적정한 환경조절, 

장서의 정규적인 점검, 평가, 직원의 연수 및 교육 등을 포함한다. 보존 및 복원 업무는 훼손

자료에 취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다. 원본의 매체를 고려한 전통적 방식의 복원뿐만 아니라 보

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물리적인 복원, 보존을 위한 생․화학적인 활동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매체변환은 가장 오래 보존되는 매체를 통해 훼손자료의 영구보존을 실시하는 

자료내용의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매체로의 변환이 주를 이룬

다. 연구 및 기술업무는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 보존환경 평가, 분석 등을 통해 보존․복원활

동을 지원하고 보존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이다.

2.3 보존·복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매체의 다양화로 과거 종이 중심의 자료생산이 시청각매체, 전자 

매체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4년 8월말 현재 970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 152만점을 상회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자료 보존처리에 집중되었던 전략을 수정하여 종이자료, 시청각자료 그리고 디지털 매체 

자료로 구분하여 매체별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기술, 인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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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업무 직군 전공분야

영국국립도서관
자료보존, 자료복원

매체변환
학예연구관, 복원전문가

보존전문가
보존과학, 미술, 역사, 물리, 화학, 

매체복원, 제지, 전자 사진 등

프랑스국립도서관
자료보존, 자료복원

매체변환
학예연구관, 복원전문가

보존전문가
보존과학, 미술, 역사, 물리, 화학, 

매체복원, 제지, 전자 사진 등

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유물 수리 및 복원

학예연구관
보존과학, 유기화학, 제지, 생물학, 

금속학, 해양과학, 지질학 등

국가기록원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록물 서고 관리

매체변환

학예연구관, 보건연구관
공업연구관

보존과학, 물리, 화학, 제지, 분석, 

미술, 복원 등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및 복원
매체변환, 서고관리

학예연구관, 별정직 복원, 제지, 보존과학

[표 71] 자료보존 문 인력의 직군  공분야

가. 자료보존·복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보존과(Conservation Division)내에 책(Book), 종이(Paper), 특수

매체(Special Format) 등으로 매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구분,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매체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보존업무를 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도 자료보존과를 보존매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4개로 구분하고 있다. 종이매체의 경우도 제본형태와 양식에 따라 세분

화된 전문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외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기록보존소, 미술관 등 자료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전문교육과정과 일정한 수련과정을 마친 학예연구관(Curator), 복원전문가(Conservator), 보존

기술자(Preservation Technician), 보존전문가(Preservation Specialist), 매체변환전문가

(Preservation reformatting Specialist), 디지털변환전문가(Digital Conversion Specialist) 등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연구직 4명(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사서직 2명, 기계직 

1명이 자료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량보존서고 완비 및 1,000만 장서 

증가에 따른 자료관리 및 보존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보존처리능력 부족으로 매년 

자연적 훼손자료가 연간 3만권씩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복원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자자료나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자료의 세분화된 전문처리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

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970만 장서 중 비도서자료가 152만점으로 그 비중이 점점 증

가하고 있어, 기존 종이자료 외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CD, 전자매체 등 새로운 보존매체의 

보존․복원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아날로그 비디오매체(VHS, 카세트테이

프)의 경우, 막면부착, 스크래치, 화상손실 등의 문제로 재생 불가능 상태에 있는 자료가 증

가하므로 이에 한 보존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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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도서관의 자료보존관 보존업무는 서양자료 복원실, 동양 및 인도자료 복원실, 

신문자료복원실과 같이 자료 형태별 3곳으로 나누어서 복원작업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현재

는 복원전문가, 보존처리전문가 등 1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3개의 자

료보존센터에 보존전문 인력 1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도 100

명이 넘는 인원이 자료보존 및 연구개발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도 본 연구소에 

보존 및 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2실이 있지만, 훼손되는 문화재의 처리를 전담한 기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2009년에 개관하였으며, 20여명의 전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인력을 포함할 경우 자료보존 및 복원 인력은 총 70여명에 이른다.  

소장 장서량 1,000만권 및 연간 장서증가량 50만권을 고려할 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인력 7명은 매우 열악하며 폭 증원되어야 한다. 향후 10년 후 2,000만권의 장서

량 예측, 다양한 디지털 자원의 출현 등 매체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보존․복원연

구 및 기술동향 연구 등을 비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현재 자료보존실 업무는 7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7명의 담당업무를 살펴보

면, 보존기획 및 서고관리를 위해 학예연구관 1명과 사서 2명, 보존 및 복원업무에 학예연구

사 2명과 기술직 1명, 매체변환 업무에 학예연구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 및 기

술개발업무와 협력 및 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겸

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연구 인력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1,000만 장서와 증가하는 

훼손자료에 한 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의 인력현황 문제는 전문 인력의 절 적 부족, 보존․복원 관

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 상시 연구인력 및 전문 연구시설의 부

재, 보존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단발성, 국가 도서관으로서 국가자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정책연구 인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폭 충원 

및 보존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상시 연구 인력의 확보, 실험실 및 전문시설의 확충, 보존․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기반한 맞춤형 보존 연구 및 기술개발 진

행, 국가자원 보존․복원 정책 연구 수행, 보존․복원 관련 지침 및 표준안 개발, 출판활동과 

출판물의 보급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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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안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보존․복원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
상시 연구인력 및 전문 연구시설 
부재
보존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의 단발성: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일시적 한시적 연구 수행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자원의 보
존․복원을 위한 정책 연구인력  
부재

⇒

전문 인력 대폭 충원 
보존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상시 연구인력 확보: 보존․복원전문가, 매체별 전문가, 기술
개발 전문가, 정책연구자 등
실험실 및 전문시설 확충
보존․복원 기술 향상,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시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기반한 맞춤형 보존․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자원 보존․복원 정책 연구
보존․복원 관련 지침 및 표준안 개발, 출판, 보급 등 

[그림 43] 자료보존․복원 연구  문성 강화(안)

자료보존․복원 업무의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의 현재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가가 증원되어야 한다. 자료보존실의 현재 인력이 주로 지

류 보존․복원전문가인 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을 

감안하여 보존과학, 분석, 미술, 물리, 화학, 매체복원, 제지, 전자, 사진 등을 전공한 전문학

예사가 증원되어야 한다. 자료보존실의 현원을 고려한 인력강화 방안은 우선 매체변환 업무 

강화를 위해 매체별 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며,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존․복원 업

무 강화를 위해 2명의 전문가를 더 증원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

존․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 그리고 정책연구를 위해 학예직 2명과 사서직 2명을 충원하여 

단발적으로 수행되던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장기적, 지속적, 전략적 업무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겸직체제로 되어있는 각급도서관 협력 및 지원업무와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

과(IFLA PAC) 한국센터의 지원 업무를 위해 학예직과 사서직에서 각각 1명이 증원되어야 한다. 

조직/업무
현행 순증내역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합계 학예직 사서직 공업연구직 기술직 합계

보존기획 및 서고관리 1 2 3 1 1 2

보존 및 복원 2 1 3 2 1 3

매체변환 1 1 2 2 4

연구 및 기술개발 겸직 2 2 1 5

협력 및 지원 겸직 1 1 2

합계 4 2 1 7 7 3 5 1 16

[표 72]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한 인력증원(안)

영국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유형별로 서적 1,395만점, 연속간행물 824,101종, 필사자료 

351,116점, 우표수집자료 8,266,276점, 지도자료 4,347,505점, 음악악보자료 1,607,885점 그리고 

녹음자료 300만점이다. 소장자료 비 보존전문 인력의 비율을 산출하면 영국 국립도서관은 

170,240점/1명이며, 국가기록원은 155,740점/1명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재 장서량 

970여권을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385,714점/1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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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업무 필요인력

자료보존 기획 
및 서고관리

•보존기획, 운영, 정책, 전략
•장서의 재난관리
•장서점검, 평가, 보존상태 점검 및 평가
•서고환경관리(온도, 습도 등)

•서고 소독처리(탈산처리, 살균소독 등)

•직원 교육 등

학예직 1명 
사서직 2명

공업연구직 1명
기술직 1명

보존 및 복원

•소장매체별 및 특수장서의 보존 및 복원 처리
  - 국보, 문화재 등 귀중본 보존 및 복원처리
  - 전자, 디지털매체 보존․복원처리
  - 원본자료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
  - 비도서류 보존처리(지도, 그림, 행정박물 등)

  - 전문 보존처리
  - 훼손 및 파손자료 재제본 등, 소장 매체별 보존·복원 처리
  - 훼손자료 수선, 복원, 훼손 및 파손자료 재제본 등 보존성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활동들
•시청각, 전자 매체별 보존 및 복원처리

학예직 4명
공업연구직 1명
기술직 1명

매체변환

•훼손자료의 매체변환
•시청각, 전자 매체별 보존 및 복원처리 
  - 시청각 매체 보존․복원처리(음반, 카세트, 비디오 등)

  - 전자, 디지털매체 보존․복원처리
  - 원본자료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
•디지털자료로의 매체변환 시 저작권 문제 해결

학예직 3명
공업연구직 2명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보존 및 복원기술 연구개발
  - 자료보존환경, 보존서고 최적화 기술 연구
  - 전통 복원기술의 현대화, 과학화 개발
  - 신문, 잡지 등 근대자료 대량보존처리장비 국산화
  - 전자, 디지털매체 생명주기 연장기술 개발
  - 보존기술 표준화, 지침, 관련기준 마련 등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전략 수립
•디지털 아카이브 미래모형 및 협력체계연구
•보존관리시스템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외부 정보기술변화 및 관련표준화 등 연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 체계 수립 운영

학예직 2명
사서직 2명

공업연구직 1명

[표 73] 자료보존․복원 업무 련 필요인력

2014년 말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량은 1,000만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1,000

만권을 기준으로 장서 비 보존 보존인력을 50만점/1명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보존전문 

인력은 20여명이 필요하고, 장서 비 보존 보존인력을 40만점/1명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25

명의 보존업무담담인력이 필요하다. 향후 4~5년 후의 장서량을 1,500만권이라고 가정하고, 장

서 비 보존인력 비율을 50만점/1명 수준으로 향상시킨다고 할 때, 자료형태별, 전문연구별

로 보존전문 인력이 3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73]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량과 자료보존실 업무가 확 될 것을 고려하

여, 자료관리 및 보존․복원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력을 산출하였

다. 소장 매체별 보존․복원처리, 매체변환, 보존․복원의 과학적 연구 및 분석, 각급도서관

과의 협력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총 2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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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지원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분과 한국센터 운영
  - 공공, 전문기간 및 개인 등 훼손자료 위탁보존․복원 지원
  - 각종 재난 시 협력 및 지원 
  - 선진 보존기술 및 장비 국내 교육, 보급 등
•자료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각급 도서관 지원 협력 구축

학예직 1명 
사서직 1명

총 필요인력 23명

나. 자료보존·복원 연구개발 기능 강화

자료의 보존 및 복원은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효과적이다. 보존정책은 직접적

인 업무차원에서 볼 때, 크게 예방과 보존, 보존 및 복원 처리, 매체변환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보존․복원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존 복원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다. 예를 들면, 예방적 차원의 보존 업무를 위해서는 자료의 생애주기를 늘리기 

위한 최적의 보존환경을 연구하고, 자료의 보존 및 복원처리를 위해서는 화학적․물리적 처

치 활동들을 지원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체변환을 위해서 원본 유지성, 지속성, 보존성, 활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

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등에 한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보존관련 연구 및 기

술분야는 과학적 분석과 연구, 보존환경 평가, 분석 등을 통해 보존복원활동을 지원하고 보

존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다.

다양한 매체의 출현도 보존․복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형태와 매체를 고려한 영구보존 및 관련 기술 연구, 

Born-Digital, Digitalization, Web Resource 등 디지털 정보자원의 형태 및 매체별 보존처리 

및 전략 수립 연구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ISO 14721 OAIS model에 기반한 보존 

정책 수립, 관리시스템 구성 등 반영, 디지털 정보자원의 생명주기(life cycle)에 기반 한 시스

템 구성 연구, 웹 아카이브를 위한 HTML5 연구개발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도 연구가 필

요하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연구 및 실험과(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 프랑스의 국립도

서관의 연구팀(Laboitore), 영국 국립도서관의 보존․복원 연구(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Research)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해외 국가도서관은 자료의 보존․복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 부서를 보존․복원부서 내에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존관련 연구개발지원은 관련기관의 소장자료에 기반을 둔 재질분석, 매체변환을 위한 기술

개발, 자료의 훼손, 산화 등의 상태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 자료보존에 한 과

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기관에 보존복원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그 기관 소장자료의 현황 및 유형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존․복원정책을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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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복원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상시 연구 인력과 전문 연구시설이 

미흡하다. 그래서 자체연구보다는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에 의해 보존기술 개발․활용해 왔

다.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한 훌륭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구가 갖는 한계

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보존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은 지속적인 투자에 의한 장

기간에 걸친 실험, 분석, 테스트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

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장자료의 보존․복원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한다.

문제점 개선안

보존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부재

상시 연구인력 및 전문 연구시설 
    부재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을 통한 
    일시적, 한시적 연구 수행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자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정책 연구 
    미흡

⇒

보존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상시 연구인력 확보: 보존 복원전문가, 매체별 전문가, 기술
개발 전문가, 정책연구자 등
실험실 및 전문시설 확충
보존․복원 기술 향상,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필요시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보존 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자원 보존․복원 정책 연구
보존·복원 관련 지침 및 표준안 개발, 출판, 보급 등 

[그림 44] 자료보존 ·복원 연구  기술 시스템 강화(안)

자료보존․복원 관련 상시 연구 및 기술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에 자료가 입고되

는 순간부터 서고배가 및 보존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적인 자료보존업무체계가 가

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2009년 설립된 문화재연구소 부설 문화재복원과학센터와 같이 

문화재보존 및 복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시설과 인력을 구비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보존 및 복원 기술개발 즉, 소장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고려한, 자

료의 생산시기와 그 시기에 사용된 제본형태와 양식을 고려한, 고서류, 근 서양서류, 양서

류, 비도서류, 전자매체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기술 개발 및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자료보존․복원 관련 상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서의 역할은 자료의 재질 혹은 재료, 수집 

항목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의 장서를 테스트, 분석,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자료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최선의 치료에 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 연구,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 재질 분석, 환경 평가 및 해석, 외

부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결과의 출판과 보급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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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가.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의 기능 활성화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지적자료에 한 보존 수명을 연장하고 오

래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보존․복원 분과(PAC)를 설립하였다.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의 모든 자료들은 자료형태, 출판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에 상관없이 모든 자

료를 오래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존

• 보존에 관한 인식 증

• 보존과 복원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와 접근방법으로 전파

• 도서관 정보자료의 물리적 훼손문제의 해결책 마련방안의 활성화

•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복원처리, 물품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 표준 개발 장려

• 세계 각국의 국내, 기관 내, 국제적 보존 활동 개발 촉진

•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정보와 교육활동 장려 및 활성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는 륙

별, 국가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8년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

과(IFLA PAC)한국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국내 모든 자료의 보존

에 관련된 정책적, 기술적 조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 보

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는 그동안 국제 지침 등 보존관련 발간자료의 번역 및 

출판,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발간 간행물 국제보존뉴스(IPN) 및 국제

보존이슈(IPI) 국내도서관 보급 등 자료의 보존관련 자료의 발간 및 보급 등의 활동을 꾸준

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자료보존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자 자료보존 교육 및 각종 기술세미나

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현재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조사 및 보존 정보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역할을 확 해야 한다. 국내 문화유산의 영구

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자료보존업무를 지원하는 국제센터의 중심점으로서 먼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을 통해 자료보존 및 복원에 한 정보서비스 기능

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유실의 사태에 비한 비상 책 마련 및 유사시 복구를 지원할 수 있

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보존․복원 관련 기술개발을 위

한 전문 단체들과의 기술협력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교육 및 연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보

존 교육 및 보존기술 세미나 개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보존․복원 분야 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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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제도서 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성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 및 전문화된 복원기술 훈련과정 운영도 검토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연구조사활동 및 보존정보서비스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외 협력활동 강화, 교육 및 연수활동 강화, 도서관 지원활동 강화 및 다양한 자료보

존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는 우리나라를 

표하는 자료보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 각급 도서관과의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국가자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각급도서관과의 지원 협

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각급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복원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수

장공간 부족뿐만 아니라 자료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 전문 인력, 시설 등의 부

재로 인하여 국가자원이 훼손되는 등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사서들은 각급도서관들이 처한 자료보존을 위한 조직, 예산, 전문 인력, 시설, 환경,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개별도서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보존은 어렵다

고 지적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자료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자료보존 및 복원문제는 개별도서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국가 학술연구와도 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자원의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복원조직을 확 하든 분리하든 조

직을 구축하여 각급도서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료보존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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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각  도서 에 한 자료보존· 복원 지원 력체계

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로 1)자료의 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 2)자료보존 및 복원에 관한 교육 

; 3)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운영 ; 4)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 ; 5)자료의 위탁보관 ; 6)훼손자료

의 복원수리서비스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각급 단위도서관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표준적인 지침 작성과 자료보존업무를 위한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각급도서관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해 도서관에 보존․복원 관련 자문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각급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에 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구축을 통해 각급 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간 부족문제에 한 해결방안 제

시, 보존서고환경의 장비 및 시설 여와 같은 인프라 지원부터 자료 보존․복원관련 표준 

및 지침의 작성과 보급, 교육 및 세미나 실시, 기술 지원과 같은 서비스지원 시스템도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자료보존․복원 협력체계 구축은 국가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

하게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자원관리의 중앙기구로서 각급 도서관에 한 재정, 

기술, 인력, 정보 등을 지원하여 국가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훼손자료 보존 책 차원에서 

각급도서관에 한 지원체제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2.5 국립중앙도서관 보존환경 관리 전략

국립중앙도서관은 문서 보존을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구성하여 안내서 즉, 기록물별 적정 

보관을 위한 계절별 온도와 상 습도, 서고 공기질 기준, 공기제어 및 여과 시스템, 기타 시

공 등 사용되는 건축마감에 한 정보를 구비한 안내서의 제공이 필요하다. 호주 국가 기록

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경우 물리적 보관 표준(2002)을 제시하고 기록물의 환

경조건, 안전 그리고 보호를 위한 보관 가이드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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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사례를 분석․종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환경 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표 

76]과 같다. 우선 크게 4개의 항목 즉, 온도 및 상 습도, 공기질 측정 및 유해물질 자동측정

망 구축, 공기 제어 및 여과 시스템, 기타 항목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보존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온도 및 상 습도의 경우, 계절별 보관 서고 내 적정 온도 및 상 습도 범위 선정을 통해  

현재의 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시청각기록물 재분류 배치, 항온/항습 장치 설치 및 수시 점

검 및 정상 가동 여부 점검에 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공기질 측정 및 유해물질 자동측정망 

구축분야에는 공기질 점검항목 및 단계별 자동측정망 구축방향에 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공기 제어 및 여과시스템의 경우, 외부공기 유입 순환시스템과 서고 내 공기 순환 시스템에 

한 제언과 이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적용이 병행되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

로 기타 항목의 경우 친환경 제품의 사용 등 서고 공간 마감재 등 사용원칙에 해 기술하

였다.

온도
및

상대습도

  • 계절별 보관 서고 내 적정 온도 및 상대습도 범위 선정
    - 현재의 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시청각기록물 재분류 배치
  • 항온/항습 장치 설치 및 수시 점검
    - 점검 지표 : 적정 온열감, 쾌적성 등 점검
    - 정상 가동 여부 점검 : 오작동 등 점검을 위한 외부 기기와의 병행 체크

⇓

공기질측정
및 

자동 측정망 
구축 

  • 공기질 점검 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 측정 및 분석
    - 추가 점검 항목 : 1차 총부유세균 측정 후 기준치(다중이용시설) 초과 시 추가 평가 계획 
    - 측정횟수 : 분기별 또는 전/후반기 각 1회 보관서고별 측정 및 결과 검토
  • 공기 질 자동측정망 구축 (국가기록원 선행 사례 참조)

    -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류 우선 설치 고려
    -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등 순차적 설치 계획

⇓

공기 제어
및

여과 시스템 

  • 공기 제어 및 여과 시스템의 병행 도입
    - 외부공기 유입 순환시스템 + 서고 내 공기 순환시스템
    - 입자제거 및 가스제거 필터의 사용 및 정기적인 필터 교체
    - 공간별 비용 대비 충분한 편익이 있을 경우 사용(비용-편익 평가)

⇓

기타

  • 서고 공간 마감재 등 사용 원칙
   - 건축자재, 바닥코팅재, 모빌랙, 컨베이어 등 친환경 제품의 사용
   -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환경기술원(www.keiti.re.kr)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페인트 및 마감 실링재 및 코팅제의 사용

[표 75] 국립 앙도서  보존환경분야 리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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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도서관에 한 자료보존․복원 지원과 협력

3.1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 연계한 공동분담 보존

본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시도별 지역 표도서관 중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

는 곳은 구시립중앙도서관이 유일했다. 구광역시 교육청은 구지역 공공도서관 서고 공

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보존서고를 운영 중이며, 참여도

서관은 구지역 교육청소속 도서관 9개관이며, 소장 장서수는 약 20만권이다. 또한 전한

밭도서관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을 계획 중이며, 2015년 3월~4월 설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2006년 전부 개정된「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이 수장한 자료의 통합적 보존관리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부과하였으며, 그 이후로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2012년 공표된「도서관

법」제22조 제1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

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23조 제4호에는 

지역 표도서관은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에 

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윤희윤의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의 

공공도서관의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한계수장 책수 및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소장 장서수

를 조합하여 시도별 수장 공간의 연도별 부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미 6개 시도(부산, 구, 

울산, 강원, 전남, 제주)는 한계수장에 도달한 상태이며, 2014년부터는 모든 시도가 수장공간

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다(윤희윤, 2012).

학도서관의 장서는 통상적으로 15년마다 배증하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인 6% 내외를 

제적․폐기하지 않으면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의 

규모 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수장공간을 확충하여 해결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별 및 관

종별 협동보존 내지 공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1년 말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학도서관의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소장책수와 한

계 수장책수에 근거하여 각각의 연차증가율을 반영한 향후 10년간(2012-2021)의 연도별 장서

증가 추계와 적정 수장공간 비 실제 수장공간의 부족여부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권( 구, 경북), 수도

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 전, 충북, 충남)에 공동보존서

고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윤희윤, 2013).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별 표도서관의 공동보

존서고의 설립 및 운영이며, 국내 학도서관 경우도 자체 수장공간 확보를 통한 해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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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공동보존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도별, 운영주체별 학도서관의 현황을 

볼 때, 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는 수도권, 동남권, 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과 

같이 권역별로 한 곳씩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별 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및 학의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운영모델은 아래 그

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윤희윤 외, 2012).

[그림 47] 공동보존서고의 리운 시스템 체계도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은 참여관의 자료이관을 출발점으로 삼아 작동하게 된다. 공동보존서

고는 이관되는 자료의 재정리, 훼․오손자료의 수선․복원과 탈산처리, 보존가치가 높은 자

료의 열람 출, 원문제공, 상호 차를 위한 매체변환과 디지털아카이빙, 다수의 복본을 상

으로 보존할 자료를 선별하여 제적․폐기하고 이들을 미소장관에 다시 기증하여 재활용하는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공동보존서고는 서지DB 및 원문DB, 도서관 상호 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술연구자를 위한 각종 정보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6개시도 지역 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고 학도서관이 권역별로 6개의 공동

보존서고를 건립하게 되며, 공동보존서고는 총 12곳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종에 관계없

이 지역별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윤희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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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종별 공동보존서고 건립 모형

시도별 지역 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들의 수장공간 부족현상은 시

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관종별로 지역 혹은 권역단위의 공동보존서고 

건립과 운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자료보존·복원 조직과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의 협력체제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공공도서관 및 학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표도서

관이나 관종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디지털

도서관에 자료보존서고를 구축하여 1,200만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용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곳으로, 현재의 연간 장서증가량 50만

권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지나면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국립중앙도

서관이 국내 학 및 공공도서관의 수장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요를 예측하여 자료보

존관을 신축해야만 한다. 

현재 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공간문제 및 자료보존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관종별로 지역 혹은 권역단위의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이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보존에 한 

논리적 타당성 및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서 지역별 혹은 관종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한 

공감 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표도서관의 경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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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및 자료의 보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검

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건립타당성 연구를 거쳐 가시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므

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 단위도서관의 자료위탁을 위한 공동보존

서고의 역할보다는 국가자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전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49] 자료보존․복원 조직과 지역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와의 력제체

국가차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두 종류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는 각급도서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다. 각급도서관과의 협력체제구축을 

통해 각급 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간 부족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존서고환경의 

장비 및 시설지원, 보존, 복원관련 기술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료보

존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자료보존지침 마련이나 기술교육 등과 같은 정보서비스 

제공 및 보존관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향후 건립될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의 협력체제 구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복원조직은 국가자원보존을 위해 관종별 공동보존서고와 연계하여 공동분담보존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 관종별로 지역 또는 권역에 건립되는 공동보존서고는 지역 내 참여도서

관의 수장공간 부족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이다. 보다 발전된 운영방법은 공동보존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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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국립 앙도서  자료보존 력  지원모델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갖추고, 이관자료의 재정리, 훼․오손자료의 수선․복원과 탈산처리, 보

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매체변환과 디지털아카이빙, 자료의 제적․폐기 및 재활용 서비스 등

의 업무도 수행하는 형태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조직의 역할은 공공도서관 혹은 학도서관의 

현안인 수장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의 이관 보존보다는 관종별 공동보존서고 내에서 자체적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료의 보존 및 복원 문제에 집중하여 그 해결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조직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귀중서, 고서, 절판 등을 지역별․권역별 공동보존서고로부터 이관 보존, 공동보

존서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는 매체변환, 과학적 수선 

및 복원 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지

원, 예산지원, 전문시설 및 장비 여, 전문 교육 및 자문의 기능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문화재청 등과의 자료보존 협

력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록물류, 문화재류, 도서류 등에 한 보존방안 및 매체에 따

른 보존 복원기술 상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국가자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

을 위해 권역별 자료보존복원조직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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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축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은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지 위한 재해 책을 준비해야 한다. 문화적 자료를 소장하는 기관들은 위험 비계획처

럼 재해 책 즉, Ross Harvey(1990)가 언급한 것처럼 재해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피해를 최

소하기 위한 일련의 연습되고 준비된 행동의 세트를 갖추어야 한다. 잘 계획되고 준비된 재

해계획은 재해가 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참사로 악화

될 수 있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관들의 재해와 비상사태는 태풍, 

화재, 홍수 및 지진 뿐만 아니라 파이프 파열, 곤충의 감염, 독성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도

난 및 파손 또는 주요 에어컨 오작동 등을 포함한다. 많은 재해가 아주 하찮은 기기고장이 

형사건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도미노 효과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상으로 2014년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별도의 재

난규정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90%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도서관이 소장

자료 재난 비계획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적, 문화적, 과

학적 자료들이 긴급재난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도서관에 재해가 닥쳤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난이 닥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은 임

시방편에 불과하다. 재난의 유형, 미치는 영향, 재난에 비한 응급장비 및 시설, 응훈련 

등 재난 응체제에 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고, 시기적절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 도서관들이 처한 상황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우, 2004년 4월에 발생한 수해 이후에 재난 비책에 관한 일제점

검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한 준비부족 및 조직력 결여를 절감하고 

재난 비책을 재정비하였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외부협력기관과의 연수 교육이었으며, 내용

은 어떻게, 왜 재난 비책을 수립하는가, 비 수단들은 무엇이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

을 할 것인가, 재난의 유형은 무엇이며, 재난 후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에 한 이론적인 

내용이었다. 실천적인 부분은 소방관들의 시범과 재난 시 그들의 역할, 상자 운반, 적절한 

처 행동 실습, 상자 안에 있는 자료들의 처리, 책 건조, 첫 응급조치 장비들과 설비들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습득을 훈련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재난 비책은 자료관리부서, 건물 담

당자, 재난 구조 원, 건물 복원 작업팀들과 지속적인 화와 협력을 통해 수립되었다. 

호주의 DISACT 네트워크는 공공자원 보호를 위해 문화 자원 소장기관들의  상호 지원을 

이끌어내어 재해 책을 향상시키고, 재해복구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호주 전쟁 

기념관, 호주 국립 문서 보관소, 호주 국립 미술관, 호주 국립 도서관, 호주의 국립 박물관, 

호주 시청각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유산 국립 재난방지센터(NDC)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하

고,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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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도서관 비상사태 책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재해

책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최적의 응체제를 구축

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난 시 작업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 팀

이 제 로 조직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에 관한 이론 

및 실행 교육을 실시함

호주의 DISACT(Disater ACT): 공공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의 

상호지원을 제공하고 재해 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캔버라에 있는 문화 및 연구 자료를 소

장하는 기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해복구훈련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DISACT 네트워

크 미팅,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함 

국가 재난방지센터(NDC): 국가재난방지센터(NDC)는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응하고,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료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함

• 도서관 사서, 기록연구사, 박물관 전문가를 위한 긴급 상황 비 훈련

• 기술 지원 표준화와 응시간 향상을 위해 관리자를 위한 재해 발생 시 응 훈련 제공

• 긴급 상황 발생 시 문화유한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응 제공

• 국가적인 훈련과 복구 방법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 지역, 주로 이루어진 기관간의 네

트워크 조정

• 기술 연구를 통하여 광범위한 매체를 위한 구조 방법의 향상

• 재난에 의한 문화유산 위험에 한 국가적 인식 향상

• 교육훈련 지원과 재난 응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도서관들의 재난 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중한 국가자원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에 무방비 상

태로 놓여있는 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재난 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위 도서관 내에

서 재난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소장자원의 보존을 위한 단위 도서관

의 재난 방지 책 및 국가자원의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을 운영되어야 한다. 

재난 비의 기본 개념은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과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응을 최 화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재난 비를 위한 책은 개별 도서관이 자료관리부서, 

건물 담당자, 소방서 등 외부협력기관 및 구조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

비책은 예방(prevention), 응 비체제(response preparedness), 응(reaction), 복구

(recovery) 등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재해 계획에서 예방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재해는 세 가지 소스, 자연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인간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자연적인 재해와 인간에 의한 재해는 철저한 보안과 준비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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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재해의 유형 및 응책 등 재난재해관련 매
뉴얼 작성 및 배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사서, 전문가, 관리자 
등을 상으로 재난재해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사서, 전문가, 관리자 
등을 상으로 재난 구조와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협력 
하에 재난 및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 실제상황 비 
훈련 실시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응책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 지역, 시도단위의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정

•기술 연구를 통하여 광범위한 매체를 위한 구조 방
법의 기술 향상 및 공유

•재난에 의한 국가자원에 한 국가적 인식 향상 등

[그림 51] 국가자원 재해재난 원회 구성(안)

인 재해는 올바른 유지 보수 방법에 의해 피할 수 있다. 

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응팀의 식별과 훈

련 ; 2)필요한 문서의 완비(평면도, 전화목록 등) ; 3)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의 식별 

; 4) 응 및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장비와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식별 및 적절한 재료들의 

보관이다. 응은 실제 상황에서의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내용으로 긴급 상황에서 

조직의 비상 제어 절차에 관한 것이다. 복구는 재해 이후의 상황 처에 관한 것으로 복원, 

사용 가능한 상태로의 복귀 등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경우 자료의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국가자원의 훼손 방지, 안전한 보존 및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의 신속

한 응을 위해 국가자원 소장기관간의 재해방지 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호주의 DISACT나 미국의 국가재난방지센터(NDC)처럼 국가장서의 재해방지를 위해 

‘국가자원 재해재난위원회‘를 만들고 관련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서로 협력하

여 재해 및 재난 예방 및 응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함으로

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기관의 인력과 기술력 공조를 통해 조속한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자원 재해재난위원회’는 지적자원을 소장하는 기관

들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이 참여하고, 재난

비 예방, 응책,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소방서 혹은 

향후 신설될 국가재난청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구체적이고 응 가능한 재해재난 

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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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량이 급증하고 있고 매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맞춤형 복원처리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시설 및 기술의 선진화, 전

문화, 다양화를 선도할 기구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비단 국립중앙도서관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역시 수장 공간의 부족, 보존공간의 협

소, 자료보존환경의 낙후 문제에 더해 훼손자료 복원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

이 절 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파악, 미래변화에 비한 종합적인 자료보존전략 제시

□ 국내 각급 도서관 보존환경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한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의 각급 

도서관에 한 기술․정보서비스 지원과 협력방안 제시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보존센터 운영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

보존정책과 전략 재정비 / 국가 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 방안 제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자료보존․복원 관련 국가기관 사례와 표준

◦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가도서관,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호주 국립도서

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벨기에 왕립도서관, 네덜란드 국립도서

관 등의 자료보존조직과 인력, 관련 정책과 지침, 자료보존 활동 조사

◦ 매체관리에 관한 표준, 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표준, 재난관리에 관한 표준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관리보존와 환경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자료는 본관서고(열람용 자료 보존), 자료보존관서고(열람용 자

료, 영구보존용 자료, 고서와 귀중서 보존),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보존용 원본자료 

보존)에서 관리



140

- 자료의 수명에 관계없이 열람용 자료는 자료운영과에서, 보존용 자료는 도서관연구소

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소장자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

◦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하여 자료의 기 수명을 연장하고자 2010년 자료보존

센터 개설, 보존처리업무 실시

- 자료보존, 자료보존․복원처리, 비도서류 보존처리, 보존서고 환경 및 시설 점검, 국

내․외 자료보존 협력, 자료보존 기술연구 및 개발, 마이크로필름 매체변환,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복원 사업, 자료소독 및 서고소독, 소장자료 탈산처리, 제본 등의 업무를 현

재 4명의 보존처리전문가, 사서 2명, 기능 1명 등 총 7명이 관리

- 보존된 장서량 비 현재의 보존처리시설은 훼손예방차원의 보존처리는 물론 훼손된 

자료의 수선과 복원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 정보환경의 변화로 과거 종이중심의 자료생산이 시청각매체와 전자매체 등으로 확 되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별 보존정책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

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및 연구인력이 요구됨

◦ 자료보존관 2서고, 본관 1서고,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의 환경 조사 결과, 

- 기준치이하의 수준으로 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었으며, 온도(18~22℃) 및 습도(40~55%)

는 기준치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됨

- 미규제 항목 측정 결과, Acetone + Acrolein > Acetaldehyde > Butyraldehyde > 

Propionaldehyde의 순으로 조사 

□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관리와 보존현황

◦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전국 663개 공공도서관과 196개의 학도서관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8개 공공도

서관과 157개 학도서관 응답)  

-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료보존 및 복원부서를 운영하고 있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도서관은 88개관(23.9%)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사서직렬의 분포는 110명

(62.5%) ; 자료보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 도서관은 101개관(27.7%) ; 재난 비 정책

을 수립한 도서관은 145개관(39.7%) ; 독립된 공간이든 다른 공간의 일부를 할애하든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278개관(70%)

- 보존서고 운영 도서관이 보존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소장자료는 1관 당 평균은 99,779

권 ; 이를 관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학도서관의 1관 당 평균은 187,337권인데 반해 

공공도서관은 1관 당 평균이 39,219권으로 나타나 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이 공공도서관에 비해 거의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보조서고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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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의 기준은 출판년도가 오래된 자료, 복본자료, 이용이 저조한 자료, 오․훼손 

자료 등으로 나타남

-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떤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존시설과 재난 비 장비 구축 및 운영

여부를 18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조사결과, 학도서관의 보존시설과 재난시설 구

비율이 공공도서관에 비해 상 적으로 높았지만 관종에 상관없이 재난 비설비는 열

악함

- 보존서고의 공간부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미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08개관(38.8%),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이 65

개관(23.4%),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이 55개관(19.8%), 10

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이 30개관(10.8%)로 나타남

◦ 서울종로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자료보존 환경조사 

- 규제 항목 측정 결과,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 PM-10와 서울종로도서관에서 TVOCs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를 보였으나, 부분의 시설에

서 유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습도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40~55%)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 ; 서울종로도서관의 경우 측정항목 중 TVOCs 농도가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치(400 ㎍/㎥)를 2개 지점 모두 초과

- 미규제 항목 측정 결과, Acetaldehyde와 Propionaldehyde의 평균값은 울산중부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나타났고, Acetone + Acrolein의 평

균값은 서울종로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순으로 조사 ; 

Butyraldehyde 평균값의 경우, 울산중부도서관 > 서울종로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

관 순으로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수립 및 도서관 지원방안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수립과 로드맵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1) 자료보존 정책 수

립, 자료보존업무의 통합화와 일원화,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단계 ; 2) 전문성

을 강화를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 체제 구축, 국내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

한 확산단계 ; 3) 자료보존․복원조직의 독립기구화를 통한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도출한 다음 해외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센터 운영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서고관리 및 보존환경의 최적화 방안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과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업무 등을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의 최종적인 목적을 미래세 와의 소통을 위한 국가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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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에 두고, 이를 위해 1)종합적 효율적 보존·복원 업무체계 

구축 ; 2)보존․복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식정보자원 보존성 및 이용성 향

상 ; 3)국가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4)국

립중앙도서관의 보존환경 관리 전략 제안

◦ 국내 도서관에 한 자료보존․복원 지원과 협력

-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이 당면한 수장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기구는 1)귀중서, 고서, 절판 등을 지역별․권역별 공동보존서고로부터 이

관받아 보존하고, 공동보존서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는 

매체변환, 과학적 수선 및 복원 처리 등의 역할 수행 ; 2)과학적 보존․복원을 위한 연

구 및 기술 지원, 예산지원, 전문시설 및 장비 여, 전문 교육 및 자문 기능 수행

- 국가차원의 국가자원의 훼손 방지, 안전한 보존 및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

을 위해 국가자원 소장기관간의 재해방지 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국가자원 재해재난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국회도서관, 국가

기록원, 소방서, 국가재난기구 등이 참여하고 재난 비 예방 방법, 훈련, 응책, 복구

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 ; 재난과 관련된 외부 기관(소방서 

혹은 향후 신설될 국가재난처(청) 등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국가자원의 보

호를 위한 즉각적인 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자원 재난방지 네트워크 마련 

2.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전략 및 각급 도서관 지원방안에 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립중

앙도서관이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보존을 위한 매체변환에 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면 7  기본방향 중 하나로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변환(마이크로화와 디지털화), 영인제작, 복제 등”을 자료개발의 방법에 포함시키

고 있다. 그런데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중 ‘장서개발의 방법’ 항목을 보면 “도서관은 소

장하지 않거나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중에서 국내외 소재의 

한국 고문헌 및 한국관련 근·현 사 자료를 매체변환(마이크로화와 디지털화), 영인 제작 등

의 복제 방식을 통하여 수집한다”고 하여 매체변환에 의한 장서개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료의 열화에 비하거나 훼손이 진행 중인 자료에 한 접근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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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존 개념의 매체변환에 한 규정이 미비하다. 다만 ‘자료유형별 자료개발지침’에서 “납

본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및 보존용으로 복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과 기타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매체변환, 영인 제작 등의 복제를 통하여 복본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국의 역

사와 사회에 지 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

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한다”, “도서관의 기존장서에 포

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매체재생, 

포맷변환,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는 규정이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이다. 그 결과, 장서개발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에서 소장

자료의 장기보존과 접근 제공을 위한 매체변환의 기준과 방법에 한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

지 않고 있다. 

국가자료의 장기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인쇄매체 우선 수집의 원칙은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인쇄매체 역시 어느 정도 열화와 훼손을 피할 수 없으며 사진이나 시청각자료 등

은 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 매체변환 특히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화 상 자료의 선정 기준, 디지털화 기법, 저작권문제 등에 

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칭) ‘매체변환(디지털화)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2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대한 심층적 연구 수행

태생적 디지털자료의 증가는 물론 아날로그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매체변환 전략의 

결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해야 할 디지털자료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수록매체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웹 아카이빙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보존 활동이 국가문화

자원의 영구보존 책임을 가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계속 증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2004년부터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보존 사업(OASIS)을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집과 활용에 한 관심에 비해서 장기보존에 한 연구와 

투자는 상 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전통적 오프라인자료

와 온라인디지털자료의 보존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 때

문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자료의 보존은 자료의 선정과 수집단계에서부터 이미 시

작되어야 하며,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 및 전략 등이 전통적인 도서관자료와는 전혀 다

른 기반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립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

로젝트를 통해 연구와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고 일정한 수준의 전략적 및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수집하는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전략적 및 기술적 연구와 투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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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sdcdb.kr/answer.jsp?a=3581

※ 조사기간 : 2014년 8월 5일 - 8월 20일

※ 설문조사에 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십시오.

김선애 교수 : ＊＊＊-＊＊＊-＊＊＊＊ 

강은영 교수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및 각급 도서관 

지원 방안 연구>를 요청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 및 주요기관의 자

료보존 실태 분석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보존․복원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상으로 보존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존 시설

과 환경, 국가 보존․복원센터 설립에 한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자료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오니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

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

상됩니다.

더불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일괄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5일

책임연구원 : 서혜란(신라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선애(경성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강은영(신라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강의전담))

<부록 1>

국내 도서관 보존․복원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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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전라북도 16) 전라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및 각급 도서관 지원 방안 연구

국내 도서관 보존․복원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일반사항>

1. (필수) 귀 도서관의 관종은 무엇입니까? (     )

1) 공공도서관      2) 학도서관

2. (필수) 귀 도서관이 속한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     )

3. (필수) 귀 도서관의 현재 소장 장서수는 얼마나 됩니까? (     )

1) 10만권 미만                           2) 10만권 이상 - 50만권 미만

3) 50만권 이상 - 100만권 미만            4) 100만권 이상 - 150만권 미만

5) 150만권 이상

4. (필수) 귀 도서관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

1) 1960년 이전           2) 1961 ~ 1970년          3) 1971 ~ 1980년  

4) 1981 ~ 1990년         5) 1991 ~ 2000년         6) 2000년 이후

<조직과 인력>

5. (필수) 귀 도서관은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

1)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문항 6으로)

2)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문항 6으로)

3) 자료보존복원업무를 하지 않는다. (문항 10으로)

6. (선택) 귀 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  )명

7. (선택) 귀 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사서직]은 몇 명입니까? (  )명

8. (선택) 귀 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기술직]은 몇 명입니까? (  )명

9. (선택) 귀 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기타직렬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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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있다 없다

보존시설

일반서가
집서가 - 전동서가

집서가 - 수동서가

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시설)

온습도계

10. (필수) 귀 도서관은 자료보존․복원에 한 성문화된 규정이나 정책을 구비(마련)하고 

있습니까? (    )

1)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2)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3) 없다.

11. (필수) 귀 도서관은 재난 비에 한 성문화된 규정이나 정책을 구비(마련)하고 있습니

까? (    )

1)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2)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3) 없다.

<보존 시설과 환경>

12. (필수) 귀 도서관 보존서고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    )

1)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보존서고가 있다. (문항 13으로)

2)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처럼 활용하고 있다. (문항 14로)

3)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 (문항 18로)

13. (선택) 독립된 보존서고가 있다면 면적은 몇 ㎡입니까?   (              )㎡

14. (선택) 귀 도서관 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는 몇 책이며,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책,       %)

15. (선택) 현재 귀 도서관 보존서고로 편입되는 자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    ,    ,    ,    )

1) 자료의 출판년도                     2) 자료의 오․훼손 상태

3) 복본의 유무                         4) 이용빈도

5) 기타 (                    )

16. (선택) 귀 도서관 보존서고의 보존시설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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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 자동 소화시설
소화설비 - 휴 용 소화기
보안장비 - 폐쇄회로 감시장치
보안장비 - 이중 잠금장치
소독처리장비
자외선차단 시설 
보존용 중성 관리 상자
탈산처리장비

재난 비

화재감시체계 - 화재경보장치
화재진압체계 - 자동소화시설
전력체계 - 케이블의 방화재 사용
전력체계 - 비상작동시설
전력체계 - 피뢰체계

17. (선택) 귀 도서관 보존서고 공간의 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     )

1)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2)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보존․복원센터의 설립>

18. (필수) 귀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급 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복원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19. (선택)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0. (필수) 자료보존․복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 선택기재) (    ,    ,    ,    )

1) 자료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2)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운영

3) 자료보존․복원 담당 직원을 상으로 자료보존․복원에 관한 교육 실시

4)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기술지원/자문

5) 단위 도서관의 보존자료 위탁 보관

6)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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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의회도서관 매체별 자료보존지침

1) 종이(Paper)

제본된 자료에 비되는 개념으로 문서, 필사본, 미술/도면(drawing), 포스터, 지도 등을 포함한다.

•상 습도 35% 가량의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모든 종류의 빛에 한 최소한의 노출: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한 노출 금지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보호용 장비 지원(산성 성분과 리그닌이 없는 상태의(acid-, lignin-free) 봉투나 문서 박스(수소이온

농도(pH) 지수가 중성이거나 알칼리 지수를 완충해주는)

•큰 사이즈의 종이자료를 접지 않고 펼쳐진 상태나 말아서 보관

•다른 자료로 침투하지 않도록 산성 종이자료에 한 독립적인 보관

2) 도서(Book)

•상 습도 35% 가량의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모든 종류의 빛에 한 최소한의 노출: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한 노출 금지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정기적인 분진제거와 청소관리

•유사한 사이즈의 도서는 함께 배가하여 도서의 표면이 최 한 옆에 위치한 자료를 지지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하되, 평평하게 뉘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음

3) 사진(Photographs)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제외한 인화된 사진자료를 포함한다. 

•상 적으로 건조하고(상 습도 30~40%), 시원하고(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인쇄된 사진의 보존에 있어 상 습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컬러 사진의 경우 온도 역시 자료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 40℉ 가량의 저온 권장. 

•모든 종류의 빛에 한 최소한의 노출;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한 노출 금지; 투광기(light 

projector)에 이중 슬라이드 사용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 기오염물질(특히, 황함유 물질)에 한 노출의 최소화

•보존용 상자 등 봉입 용기(enclosures) 사용

사진 보호에 적합한 봉입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이어야 함

종이 재질의 봉입 용기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Photographic Activity Test (PAT)를 거친 리그

닌이 없는 상태, 수소이온농도(pH) 8.5 알칼리나 수수이온농도(pH 7) 산성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

이어야 함. 불필요한 조명 노출을 최소화하며, 투과성이며, 연필로 표시하기 쉬워야 하며 상 적으로 

비싸지 않음

플라스틱 재질의 봉입 용기는 코팅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코팅되지 않은 트리아세틸 셀룰로오

스, 폴리프로필렌의 재질. 주의: 사진 유제는 상  습도가 높은 경우 플라스틱 저장용기의 매끄러운 

표면에 들러 붙을 수 있음. 

•모든 사진자료와 원판은 중성 상자에 보관하며 가능하다면 원판은 사진자료와 별도로 보관

•중성 상자에 보관된 사진(은판 사진법으로 찍은 사진, 유리판 사진, 광택 사진)은 평평하게 보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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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사진은 폴리에스테르 자켓에 보관 혹은 표면손상 상태일 경우에는 종이 봉입 용기에 보관

4) 스크랩북과 앨범(Scrapbooks and Albums)

앨범을 선택하기 전 고려사항과 스크랩북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성 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이거나 리그닌이 없는(lignin-free) 재질 사용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혹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플라스틱 사용

•소맥전분 풀(wheat-starch paste) 사용, 비접착방법 사용

•고무 밴드, 접착성 테이프, 종이 클립, 스테이플 피하기

•앨범은 확장(추가) 가능한 3-링 바인드 등으로 선택

앨범과 스크랩북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앨범은 편편하게 보관, 빛/먼지/해충을 피할 수 있는 박스 사용

•보존 환경은 상 적으로 건조하고(상 습도 35%), 시원하고(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누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5) 신문

•상 적으로 건조하고(상 습도 35%), 시원하고(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

경(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모든 종류의 빛에 한 최소한의 노출;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한 노출 금지; 투광기(light 

projector)에 이중 슬라이드 사용

•모든 종류의 빛에 한 노출의 최소화; 직접적이고 강한 불 및 노출 금지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 기오염물질(특히, 황함유 물질)에 한 노출의 최소화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거리 유지

•보호용 봉입 용기 ; 제본된 신문은 권장하지 않음

•편편하게 보관

6) 시청각자료

회전형 디스크(grooved discs), 실린더, 광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는 화학적 불안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존과정이 중요하다. 

<환경>

•시원하고(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상 적으로 건조하고(상 습도 35%),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

경(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모든 종류의 빛에 한 노출의 최소화; 직접적이고 강한 불 및 노출 금지

•강한 마그네틱 영역(모터, 변압기, 확성기, 진공청소기, TV 등)으로부터 노출의 최소화

•진동 요소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기관 단위에서 최소 10년 가량의 보존을 위해서는 65~70℉, 상 습도 45~50% 유지

•기관 단위에서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46~50℉, 상 습도 30~40% 유지; 마

그네틱 테이프는 46℉ 이하 보존 금지



155

<보존 용기>

•회전형 디스크: 가능하다면 레코드 커버는 고 도 폴리에스틸렌 커버 사용

•오픈 릴 테이프: Store tape on reels with unslotted hubs; reels with slotted hubs may be used as 

take-up reels 

•광디스크: Jewel cases are acceptable; replacement cases should also secure the disc by the center 

hub 

•보존 상자는 반드시 산성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이나 리그닌이 없는 (lignin-free) 종이로 만들어

져야 하며; 정전하 상태가 유지되는 보존 용기는 피할 것

7) 영화용 필름(Motion Picture Film)

•상 적으로 건조하고(상 습도 30~50%), 시원하고(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다락, 지하, 기타 위험지역을 피한)

•라디에이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안전하게(너무 루즈하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고르게, 넉넉한 외과지름을 두고 감기

•봉입 용기는 물리적으로 필름을 지지하고, 빛을 차단하며, 먼지와 황함유 물질로부터 오염에 노출을 

최소화

<질산 섬유소 필름>

질산 필름은 매우 불안정하고 연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화하면 진화되지 않는다. 이에 화재위

험이 매우 높다. 

•70℉ 이하의 시원한 환경에서 보관; 동결 추천

•상 습도 30~40% 유지

•발열에 노출 금지

•비환기 저장 용기에서 제거; 환기 용기 사용; 보관 영역 역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기

•다른 장서로부터 별도 분리 보관(질산은 사람이나 다른 장서에 해로운 가스를 내뿜기 때문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은 가연성 셀룰로오스 질산 필름에 비해 안전한 필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안정하며 취화(바스러짐)와 수축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이루어지는 자가촉매적 열

화가 진행되므로 불안정하다. 질산 필름과 마찬가지로 다른 장서에 해로운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70℉ 이하의 시원한 환경에서 보관; 악화(degradation)가 진행되었다면 동결 추천

•상 습도 30~50% 유지

•비환기 저장 용기에서 제거; 환기 용기 사용; 보관 영역 역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기

•다른 장서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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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영국 국가도서관 보존정책 수립 지침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Building a Preservation Policy, [by] Mirjam M. Foot. 

Revised by Caroline Peach. 2013.

2001년에 Building Blocks for a Preservation Policy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매뉴얼을 개정한 것으로, 보

존정책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서문

  보존이란 ‘안전유지’,‘관리’, ‘보관’, 및 ‘생명유지’의 기술이다. 도서관과 보존기록관 장서의 보존은 

‘자료의 열화를 지연시키고 활용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적용되는 관

리적, 기술적 및 재정적 고려’23)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존정책은 장서나 기관의 규모에 상관 없이 장서관리 프레임워크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보존정

책은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보존관련 질문에 한 그 

기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책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등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책

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각 기관들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인 관행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보존전략, 작업계획, 절차 등은 모두 보존정책을 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보존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 설정, 광범위한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좌우된

다. 이 소책자는 어떤 기관이 보존정책을 통해서 장서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는 방식을 설정하

는 틀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보존정책을 가짐으로써 얻은 혜택을 열거하고, 보존정책과 다른 정책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구조와 내용에 한 지침을 제시한다. 

2. 보존정책의 혜택

  보존정책의 필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근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자원이 계속 축소되면서 

지출의 투명성과 우선순위 설정과 정당화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을 왜 얼마나 오랫

동안 보존할 것인지에 하여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합의된 분명한 선언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장서관리에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보존정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조직의 미션과 보존행동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 보존되어야 할 장서와 그 중요성, 바람직한 보존기간을 확인함으로써 보존행동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힌다.

- 기관 전체에 걸친,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간의 협동업무의 초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 장서수집, 접근 및 보안 등 장서관리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 어떤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지에 한 설명책임성에 한 선언을 제공한다.

- 기관 내외부의 자금원과 이용자들에게 장서에 한 장기적 약속을 보여준다.

- 내외부에 걸쳐 의사소통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 보존전략과 보존프로그램의 개발에 한 기초를 제공한다.

-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를 정당화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 현재 및 미래 이용자들의 혜택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를 보여준다.

23) Eden, P. et al., A model for accessing preservation needs in libraries, London: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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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3. 다른 정책, 전략 및 실천계획과의 관계

  보존정책문의 길이와 내용의 상세정도는 기관들마다 다를 것이다. 매우 길거나 복잡한 문서보다 짧

고 높은 수준의 문서가 합의되고 읽히고 실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

반적으로 보존정책문을 기관의 고위 수준에서 합의된 짧은 의향 선언문으로 제한하고, 그 기관의 다

른 관련 정책들이나 전략, 또는 필요한 로 보다 상세한 수준의 하위정책문들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장서의 열화를 지연시키고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행동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보존정책은 

그 기관의 다른 정책들, 예컨  장서개발, 보안 및 접근 정책들과 관련지어져야 한다. 이들 측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함께 관리될 수 있는가에 한 지침은 PAS 197:2009 Code of practice for cultural 

collections management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존정책은 예컨  출담당 직원, 열람실담당 직원, 장서관리담당 직원, 큐레이터, 시설설비담당 직

원,  복사실 직원, 자원봉사자 등 복수의 사람들이나 부서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존정책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알려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성할 때에 이들 관련된 동료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보존정책의 기초

  정책문의 각 장절을 구성하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

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목적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의 종류는 국가기관과 규모 연구집서에서부터 특수도서관과 특수보존기록관, 

지역기록관과 공공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이 봉사하는 이용자들은 학자, 사업가, 개

인연구자부터 어린이, 교육이나 오락 목적을 가진 사람들까지 가지각생이다. 무엇을 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는 장서와 그 장서를 보존하는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장서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자료와 단명자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반의 국제적 장서가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구성할 것이며, 모두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정책 차원에서 보존필요

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료의 물리적 포맷보다는 장서의 목적이다. 각종 포맷과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존전략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기술적 해결책이 요구되겠지만 도서관이나 보존기록관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기능이 보존정책을 결정한다. 보존정책은 모든 포맷과 모든 매체를 포괄해야 한다.

기관의 기능

  어떤 장서의 목적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수서, 보관, 접근, 

이용 등 보존에 접하게 연계된 다른 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기능들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의 강도와 이들 기능의 상 적 중요성은 다시 자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기관의 목적에 좌우된다.

  •수집

  수집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 해당 자료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보존요건에 영향을 준다. 보존 결정

은 예를 들어서 하드카피인가 디지털포맷인가, 종이제본책인가 마이크로필름인가 같은 포맷과 보관 

24) PAS 197:2009 Code of practice for cultural collections management, London: Briish Standards 

institu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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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그리고 낡으면 체될 단기적 이용을 위한 것인지 출이나 원격접근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궁극

적으로 보존용 또는 마스터용이 될 장기적 보관을 위한 것인지 같은 수집의 목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관(retention)

  보존기록관과는 반 로 부분의 도서관에서 보관에 한 결정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

하지는 않는다. 흔히 어떤 자료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혹은 무기한으로 보관할지의 결정은 일단 

그 단기적 유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어떤 보존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보관결정은 

필수적이다. 분명한 보관정책이 없으면 보존은 급속하게 우연적이고 잠재적으로 낭비적인 일이 되어

버린다. 어떤 자료를 보관할 포맷에 한 결정 역시 중요하다.  

  •접근

  보존정책을 만들 때에는 필요한 접근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품질과 접근성이 좋은 

목록과 보다 넓은 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서에 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이용

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훌륭한 자료취급정책, 보존처리, 예방 및 보관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목록은 또한 장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의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잘못된 자료를 요청하는 일

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취급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목록은 또한 독자들을 

체자료로 인도하여 원본 신 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용

이용은 직접 열람이나 원격열람 혹은 전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

는 원본(그것이 이용되기에 적당한 상태라면) 혹은 체자료의 사용을 결정할 것이고 한편으로 이용의 

유형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용이라는 개념은 부분의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에게 중

요한 것이며 많은 기관들이 이용량을 보존필요성의 지표로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된 자료는 

그것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 및/혹은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이용율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보존을 소홀히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보존조사를 통해서 모

든 장서의 보존필요성에 한 확인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에서 소유와 

수집으로부터 접근제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장기보존 책임이 모든 직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들

에 의해 공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동

협동수서, 장서관리 혹은 보존프로그램들이 계획되거나 이미 정착되어 있을 수 있다. 보존정책은 그러

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장서평가

  보존정책을 구성할 때 장서와 그 중요성 그리고 이용방식에 한 충분한 지식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다. 각각은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므로 그 중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위험평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장서를 관리하는데 좋은 접근법을 제공해준다.25) 장서에 한 위협요소들을 

25) PAS 197:2009는 자료에 대하여 그 자체의 불안정성, 장서내 다른 자료, 사람들의 행위, 재난, 환경과 기술

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위함에 대한 평가와 장서로부터 사람과 환경에게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기록화된 장서관리(collection care)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SO 31000:2009는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일반지침을 제시하며 전략과 의사결정, 운영, 절차, 기능,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 및 

자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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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에 하여 이해하고, 위험을 이전시키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전략에 하여 생각함으로써 장서의 취약성과 보존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에 

한 지식을 얻을 것이다.26)

  •중요성평가

중요성이란 해당 자료와 장서가 사람들과 커뮤니티에게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말한다.27) PAS 

197:2009에서는 중요성평가를 장서개발절차의 일부로 추천하고 있다. 장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보존관리활동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존요구평가

보존요구평가는 접근, 중요성, 이용, 상태와 정착되어 있는 보존조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보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Preservation Assessment Survey28) 같은 표준화된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인증자격을 가진 보존처리가29)에게 의뢰한다.

  •장서관리(collection care)에 관한 기준

  이것은 장서관리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기평가용 체크리스트이다. 체크리스

트는 정책과 실무 모두에 하여 여러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다룬다. 현재의 성과를 확인하고 장서

관리 면에서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지를 지적해줌으로써 유용한 계획도구가 된다.30)

  •상태조사

  상태조사는 자료별로 또는 전체 장서 중 일부 샘플을 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존처리 

요구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보존요구를 아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손상)에 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지 손상의 원인은 평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의 보존

활동을 계획할 때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5. 보존정책에 한 체크리스트

  보존정책을 구성할 때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물론이고 상독자와 이용방식을 생각해봐야 한

다. 정책을 기관의 웹사이트에 올릴 것인가, 열람실에 비치할 것인가, 독자용 안내자료와 신입직원용 

연수자료에 포함시킬 것인가? 보존정책은 살아있는 문서이며 그 힘은 해당 기관과 그 장서와 이용자

26) 캐나다보존처리소(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가 출판한 열화를 일으키는 열 가지 원인을 참조할 것. 

http://www.cci-icc.gc.ca/caringfor-prendresoindes/articles/10agents/index-eng.aspx  (※번역자 주: 현

재 이 URL은 유효하지 않음)

27) Significance 2,0: a guide to assessing the significance of collections, Collections Council of 

Australia, 2009를 참조할 것. 

   http://pandora.nla.gov.au/pan/112443/20101122-1236/significance.collectionscouncil.com.au/index.html 

(※번역자 주: 원문에 제시된 URL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PANDORA에 캡쳐되어 보존되는 것을 제시

하였음)

28)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웹사이트 www.bl.uk/blpac/paslib.html을 참조할 것 (※번역자 주: 현재 이 

URL은 유효하지 않음. 대신 역시 Preservation Advisory Centre가 출판했던 다음 자료가 아카이빙되어 있

으므로 참조할 수 있음. Caroline Peach and Julia Foster. Kowning the Need: Optimising preservation 

for library and archive collections. The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2013.) 

29) Icon, the Institute of Conservation 혹은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에서 인증받은 보존처리가

30)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collectionstrust.org.uk/programmes/benchmarks-for-collections-care(※번역자 주: 현재 이 

URL은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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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알맞게 만들어짐으로써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보존정책을 구성할 때 사용할 체크리스트가 된다. 이 항목들을 모두 사

용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을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부는 함께 묶거

나 어떤 항목들은 정책문서와 따로 분리해서 하부문서로 다룰 수도 있다.

(1) 기관의 목적과 기능

기관의 설립문서, 법령, 법적 요건, 미션과 비전, 전략계획과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서술한다.

보존정책 수립의 근거를 진술한다.

보존정책을 기관의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기관의 목표와 분명하게 연계시킨다.

(2) 정의

  보존정책을 읽는 독자층은 다양하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보존, 장서관리, 보존처리, 예방적 보존처

리, 체자료 등 핵심용어들을 정의해 두는 것이 상호이해를 담보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31)

(3) 범위

  보존정책은 모든 장서와 모든 포맷에 적용되는가? 포괄하는 시간(보관)범위는 무엇인가? 모든 장서

에 동일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장서수집, 개발, 관리, 접근, 보관정책을 검토하여 이들 정책들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디

지털장서와 아날로그장서가 따로 다루어진다면 정책들 간 상호참조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유의한다.

보존정책이 적용되는 장서와 포맷을 명시한다.

보관기간을 명시하거나 기관의 보관정책에 한 링크를 포함시킨다.

정책이 누구에게(예, 모든 직원과 이용자) 적용되는지 언급한다.

(4) 보존의 철학, 표준, 윤리

  정책에는 예방적 보존처리(preventive conservation)와 사후적 보존처리(interventive conservation) 

간의 균형이라는 보존철학에 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승인된 표준, 윤리선언 및 높은 수준

의 전문적 성과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위험관리에 한 기관의 방침 또는 위험평가과 위험관

리전략에 한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된 핵심자료는 다음과 같다.

PAS 197:2009 Code of practice for cultural collections management

PD 5454:2012 Guide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materials

PAS 198:2012 Specification for ma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cultural collections

ISO 31000:2009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5) 접근

  보존정책에는 기관이 그 장서에 접근시키는 방법에 한 언명 또는 접근정책에 한 링크가 포함되

어야 한다.

31) PAS 197:2009 Code of practice for cultural collections management와 Benchmark 2.0

(http://www.collectionstrust.org.uk/programmes/benchmarks-for-collections-care ※번역자 주: 현재 이 

URL은 유효하지 않음)에 용어리스트와 정의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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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

  보존정책에는 직원용과 이용자용으로 각각 장서의 보안에 한 책임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기관의 보안정책을 링크시킨다.

- 건물 및 주변 보안 등 물리적 보안

- 접근의 보안(예, 직원, 외주직원, 이용자들의 서고지역 접근, 폐가제와 개가제에 한 결정)

- 열람실 보안 

- 출과 이동기간 중 보안

- 전시 보안

- 데이터에 한 허가받은 접근과 조작을 포함한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 보존전략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버전에는 이 부분을 포함시

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체자료 제작과 재포맷

  열화가 활발하게 진행중이거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해서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존용 

체자료를 생산해서 활용시키는 것이 지나친 취급과 반복적인 복사로부터 원본을 보호함으로써 그 수명

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존정책은 체자료와 그 역할에 한 서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포맷에 한 접근이 거기에 담겨있는 정보만큼 중요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리적 포맷은 그 콘텐츠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래 포맷으로 자료를 

보아야 한다는 요구를 가진 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이용자들이 상당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들

이 단지 ‘진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도 있다. 체자료 정책에는 체자료가 존재하는데

도 이용자들이 원문헌을 볼 수 있는 상황에 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일단 체자료가 만들어진 후에 원래 포맷을 보관할 것인지 여부에 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

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자료의 성격, 즉 유일본(혹은 영국 내 극소

수 카피들 중 하나) 여부, 중요성, 예상되는 이용빈도와 그러한 이용의 예상되는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태생적 디지털자료인 경우 보관과 보존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내용 콘텐츠의 보존은 지속

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집 당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저장매체의 수명 부족은 

재생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가피한 퇴화와 함께 심각한 디지털 보존에 한 도전을 제기한

다.32) 

(8) 전시와 출

  전시와 출은 장서에 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장서 이용을 확 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존정책은 자료의 전시 또는 출가능 여부를 언급해야 한다(기탁자가 요구한 제한이나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정 유형의 자료의 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출 제한이 복제본과 체

자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혹은 원본과 희귀본의 출가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존정책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전시 및 출정책에 링크를 걸어야 한다.

- 전시 또는 출이 가능한 자료의 유형에 한 제한

- 전시 출 기간에 한 제한

32)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의 Digital Preservation Handbook

(http://www.dpconline.org/publications/digital-preservation-handbook)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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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 취급 조건

- 요구되는 환경기준과 조도

- 전시케이스, 가구와 스탠드의 디자인

- 이동 중 보안

- 보험가입 책임

- 지원자료에 한 지침과 상자료의 취급에 한 지침도 역시 필요하며, 보존처리보고서와 전시 이

전, 전시 중 및 전시 이후 자료의 상태에 한 모니터링에 한 절차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9) 이용

  도서관과 보존기록관 자료에 하여 수행되는 위험평가는 통상적으로 최  위험은 이용이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물론 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보존전략을 작성할 때에는  장서에 한 이

용량과 유형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차원에서 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지 여부

를 고려한다.

- 직원과 독자들의 올바른 장서 취급방법에 한 지침

- 열람실에서 책지지 와 관련 비품 및 그 이용법에 한 지침의 제공 

- 서가 상 자료를 제거하고 재배치하는 절차

- 자료를 포장하고 이사하는 방법에 한 지침과 적절한 비품의 제공

- 직원 및/혹은 독자 상 자료취급과 이용에 한 정기적 훈련33)

(10) 자율복사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에서는 오랫동안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캐닝 설비, 자율적 

디지털이미지화 설비, 그리고 열람실 내에서 개인카메라 사용에 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

존정책에는 자율 복사에 한 언급 또는 별도의 복사정책에 한 링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한다.

- 원자료를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

- 이미지의 저작권과 재사용

- 제공되는 기기들의 사용 조건34) 

(11) 서고보관

  장서의 장기보관에는 물리적 및 화학적 열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서고설비가 필요하다. 

보존정책은 기관이 장서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장서의 연령, 희귀성과 

가치와 함께 포맷, 구조, 크기와 모양 역시 저장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유형의 자료에

는 더 많은 보안이 필요하며, 어떤 자료에는 다른 그리고/또는 더 나은 통제환경이나 추가 보호가 필

33) Preservation Advisory 소책자 Using library and archive collections(www.bl.uk/blpac/pdf/handling.pdf 

※역자수: 해당 URL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 URL에서 참조 가능함.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lectioncare/publications/booklets/using_library_and_archive_co

llections.pdf)를 참조할 것

34) Preservation Advisory의 소책자 Self-service copying of library and archive materials

(www.bl.uk/blpac/pdf/photocopy.pdf ※역자수: 해당 URL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 URL에서 참조 

가능함.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lectioncare/publications/booklets/copying_of_library_materials.

pdf)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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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자료의 저장에 한 지침으로는 PD 5454:2012 Guide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materials를 참조한다. 디지털객체의 저장에 한 지침으로는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의 Digital Preservation Handbook35)을 참조한다.

(12) 환경

  장서의 저장, 이용, 전시되는 환경의 관리에 한 기관의 접근방식이 해당 표준들에 한 참조와 함

께 보존정책에 명시되어야 한다. 환경조건은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별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

다. PAS 198:2012 Specification for mana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cultural collections36)는 

장서에 한 기  수명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조건에 따른 에너지요구를 장서 내 개

별 자료의 민감성, 중요성 및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환경관리전략으로 개발할 것을 추천한다. 

(13) 통합적 해충관리

  보존전략은 해충관리방법에 한 언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통합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MP) 전략, 격리절차와 처리정책이 포함된다.37)

(14) 일상적 관리

  보존정책에는 기관의 부유물질 모니터링, 일상적 청소, 청소지침, 직원·외주업체 또는 자원봉사자들

에 한 훈련의 제공 등 일상적 관리에 한 기관의 접근책에 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38)

(15) 비상 책

  보존정책은 기관의 계획과 응절차, 그리고 업무지속성계획에 해서 참조해야 한다. 상세한 계획

과 절차는 일반에 공개되는 버전의 보존정책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보존처리

  보존정책에는 그 기관의 보존처리에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 보존처리 우선순위 결정 방법

- 보존처리관련 기록의 작성과 보관

- 처리결정에 한 정책

- 훈련된 전문가의 활용39)

- 채택하는 보존처리 원칙, 전문적 표준과 윤리 

(17) 훈련

  보존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의 범위는 그 실행이 직원 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관 전체와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서 보존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한다. 

35) http://www.dpconline.org/advice/preservationhandbook (※역자수: 원문에 표시된 URL이 아닌 최근 접근

가능한 URL을 제시하였음)

36) PAS 198:2012 Specification for mana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cultural collections. London: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12

37) Preservation Advisory의 소책자 

38) Preservation Advisory의 소책자 Cleaning books and documents를 참조할 것

39) Icon, the Institute of Conservation 혹은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에서 인증받은 보존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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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훈련에 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 모든 도서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 해당되는 계약자

- 이용자

(18) 연구개발

  정책에 보존 및 보전처리 분야의 연구개발에 한 연계 또는 그에 한 언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19) 재정

  아무리 잘 고안된 보존정책이나 전략이라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 보존은 재

정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기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보존활동들의 재정지원

과 다른 도서관기능들에 한 재정지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연관시킬지를 생

각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장서의 생명주기 모델이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자료의 지속적 관리를 위

해서는 그러하다. 기관이 별도의 보존예산 항목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20) 책임, 모니터와 점검

- 보존정책은 기관의 최고위급에서 합의를 얻어야 하며 이 점이 정책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 고위관리자가 정책문을 기관 전체에 알릴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정책 실행의 진척과정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한다. 이는 보존전략, 절차 및 - 실시계획 개발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 일정한 날짜에 정책을 검토할 책임자가 실명제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조치들로 문서가 계속 유효하고 활용됨을 보장할 수 있다.

  

6. 결론

  보존정책은 어떤 기관의 미션과 보존행동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다. 보존정책은 우선순

위를 설정하고 투자를 정당화하고, 보존전략과 보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된다. 또한 어떤 성

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지에 한 설명을 해주며, 자금원과 이용자들에게 그 기관 장서에 한 장기적 

약속을 보여줄 수 있다. 정책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많이 있다. 여기에 언급된 출판물 외

에 수많은 기관들이 정책을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있다. 보존정책은 살아있는 문서이며 그 힘은 해당 

기관과 그 장서와 이용자들에게 알맞게 만들어짐으로써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British Library. Preservation Advisory Centre. Storage Furniture, [by] Jonathan Rhys-Lewis. Revised 

ed. 2012.

초판은 2007년에 Specifying Library and Archive Storage로 출판되었던 이 북크릿은 도서관과 기록관

의 보존서고에 갖추어야 할 가구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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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호주 국립도서관 보존정책과 재난대비계획

<보존정책(Preservation policy)>

1. 목적과 범위

  본 문서의 목적은 호주국립도서관(NLA)의 장서보존 및 문헌유산의 보존을 촉진하는 NLA의 역할에 

한 정책 선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정책문은 본 도서관의 보존책무성을 규정하고, 도서관장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는 도서관직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본 도서

관의 핵심업무기능들 중 하나에 한 기본적인 설명책임성 문서이며 일련의 외부 이해당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한 기초로서 역할하려는 것이다.

  본 정책은 본 도서관의 Corporate Management Group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서관전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1 관련문서

  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은 보존정책을 해석하는데 핵심문서이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이 무엇을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한 좀 더 상세한 정책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보존정책에 따라 운용되는 정책문서들을 다음과 같다:

- 장서재난계획(Collection Disaster Plan)

- 디지털보존정책(Digital Preservation Policy)

- 타 기관들과의 협력 마이크로필름화프로젝트 참여 정책(Policy on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Microfilming Projects with Other Institutions)

- 소장자료의 보존용복제정책(Policy on Preservation Copying of Collection Materials)

- 호주신문의 보관 및 보존정책(Policy on the Retention and Preservation of Australian Newspapers)

관련이 있는 정책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Directions 2009-2011

- 장서개발정책

- 장서디지털화정책

- (전시 목적) 출의 조건

- 정보기술전략계획

- 상호 차정책

2. 호주국립도서관의 보존의무

  본 도서관은 국가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 1960) 6조(도서관의 기능)에 의해 보존에 한 책임

을 가진다. 

6조(도서관의 기능)

(a) 호주 및 호주국민에 관련된 도서관자료의 포괄적 장서를 포함하여 국가도서관자료의 유지 및 개발

(b) 국가도서관장서에 포함된 도서관자료를 국익에 비추어 가장 유리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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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uncil)가 결정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국민과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이 규정에 따라 본 도서관은 호주에 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수집되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보

장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 도서관은 장서를 그 수명을 보장할 수 있

도록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며, 전자자원을 포함하여 장서에 하여 우선순위 별로 해당되는 보존전략

을 수행한다. 도서관은 또한 중요한 해외자료를 유지관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필요한만큼 오랫동안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도서관법은 다음과 같이 본 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d) 도서관관련 사안(문헌정보학의 진보를 포함한다)에 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관 또는 개

인과 협력할 것  

  이 규정에 따라 본 도서관은 타 기관들이 특히 호주에 관련된 문헌유산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관 장서와 관련하여 Directions 2009-2011에 명시된 본 도서관의 보존책무성은 호주의 생활에 관

련된 표적 기록물들이 미래를 위하여 수집되고 보존되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3. 호주국가도서관 장서의 보존

  본 도서관의 호주관련 장서에는 모든 유형의 문헌기록자료가 포함된다. 즉 인쇄자료(도서, 연속간행

물, 지도, 악보, 신문, 단명자료(ephemera)),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출판물, 매뉴스크립트나  그림이나 

구술사 및 민속녹음자료 등 미간행 툭수자료, 그리고 타기관 소장 정보자원의 디지털사본과 마이크로

물 등이다. 본 도서관은 또한 일반 해외도서와 희귀본 자료,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태평양장서를 상당

량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장서를 구성하는 자료는 부분 유기재료인데 이는 보존서고에 보존하는 동안에도 자연적 열

화가 진행되며 이용에 의해 손상이 더 가속화되기 쉽다. 장서에는 또한 디지털 및 기타 전자정보자료

가 많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특정 접근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래 정보매체가 보

존된다고 하더라도 기술노화에 의해 접근성이 상실되기 쉽다.

3.1 도서관장서 보존의 원칙

3.1.1 장서의 보존은 본 도서관의 핵심 업무기능이다. 모든 도서관직원은 자신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

정에서 장서보존에 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3.1.2 본 도서관 보존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각각의 소장자료가 장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용요구 

및 현재 상태에 맞게 소장자료를 보존하고 그에 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자

료의 물리적 포맷의 유지관리나 정보콘텐츠에 한 접근의 유지관리 또는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

3.1.3 자료보존 문제에 있어서 본 도서관은 자료별 및 장서별로 각각 다른 수준과 유형의 관리, 보안 

및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자료를 유지관리 하는 기간 및 자료의 훼손이나 손상을 회

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부분의 자

료는 원래 포맷 로 유지관리될 것이다.

3.1.4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도서관은 현재이용자의 요구 및 권리와 미래이용자의 접근기  사

이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3.1.5 보존관리를 위해서 본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 장서의 속성과 목적

- 장서의 지속적 가치와 유용성을 위협하는 속성

- 보존을 위해 배정될 수 있는 자원, 전문가와 시설의 가용성 등 보존에 관련된 업무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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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본 도서관은 합리적 장서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매우 가치가 높은 공공자산 보호에 한 도서관

의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장서에 한 적절한 지식을 유지해야 한다.

3.1.7 본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수집하거나 보존책무성을 받아들인 모든 호주자료를 최소한 

한 부씩 보관하고 보존하도록 한다. 각 자료는 가능한 한 원래 포맷을 유지하되, 그에 한 접근은 이

용자의 요구와 비용-효과적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원래 포맷 그 로 또는 체사본으로 제공할 수 있

다. 

3.1.8 호주의 인쇄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장서에 하여 높은 보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해외자료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되 일반적으로 호주의 자료보다는 보존 우선순위가 낮

다. 그러나 희귀자료, 아시아태평양 관련 도서관자료 등 일부 해외자료는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특별한 

보존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본 도서관은 이런 자료의 보존책임을 받아들인다.

3.1.9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서는 특수보관, 보안, 처리 및 복제를 제공한다. 이들 보물급 자

료나 특히 중요한 자료들은, 호주의 자료이든 해외자료이든 관계없이, 재난보호 및 응을 포함하여 

일정한 범위의 보존활동에 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국가중요자료등록부(Register of Nationally 

Significant Materials)에 등재된다.

3.1.10 특히 단명한 포맷(녹음자료, 디지털자료, 신문, 사진자료 등)에 한 잠재적 체보존마스터용으

로 제작 또는 획득한 사본에는 높은 보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1.11 보존 전반에 걸쳐 본 도서관은 각 자료별로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특성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방법과 고도의 전문적 관리 표준을 적용한다.

3.1.12 국가도서관의 의무로서의 보존책무성은 적정하게 자원이 투여되는 프로그램, 적절한 정책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잘 관리되는 계획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본 도서관은 보존의 실재를 유지

하는 것의 가치를 핵심적 업무기능임을 인정한다. 이 요건은 본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보존의 도전과제

의 복잡한 속성과 그 리더십 역할을 반영한다.

3.1.13 본 도서관은 또한 효과적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합당한 미래행동과 설명책임성을 지원하게 될 

적절한 도큐멘테이션과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4. 국가도서관이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본 도서관은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수단을 사용한다.

- 계획수립과 정책 결정

- 장서의 유효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범 도서관적 절차의 개발과 실행

- 전문화된 복원처리

- 보존표준 준수

  이러한 조치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위협을 확인하고 그것이 미칠 악영향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 이미 발생해 있는 손상을 안정화시키고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예방

- 이용을 크게 방해하거나 장서자료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용성과 가치를 낮추는 훼손이나 손상을 

회복하는 것 

-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체본을 제공하는 것

  복원처리와 데이터복원은 상 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도서관은 가능하면 훼손이나 손상을 예방하거나 선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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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활동에 한 주기

5.1 수집 및 제작

  본 도서관은 자료를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또는 자체적인 콘텐츠제작활동(디지털화, 사진이나 구술채

록 등)을 통해 획득한다.

  본 도서관은 장기적 보관과 활용을 위해서 획득하는 자료는 최상급(the best available copy)으로 획

득하며, 적절하게 안정적이고 관리가능한 재료와 포맷의 이용을 권장한다.

  본 도서관은 장서 획득을 결정할 때 지속적인 보존에 필요한 추산 비용을 고려한다.

  본 도서관은 자체 제작하는 자료에 헤서 향후 보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료, 포맷

과 메타데이터에 한 표준을 설정하고 모니터한다.  

5.2 안전한 보관

  본 도서관은 물리적 장서의 보존, 디지털 데이터 장서에 적절한 안전한 시스템과 스토리지를 지원

하는데 적절한 시설설비를 제공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된다.

- 보관하는 장서의 보존 요구를 담은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업그레이드나 리노베이션에 한 기술 

및 건축 규격을 보장한다.

- 모든 도서관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적정수준의 온도, 상 습도, 조도, 공기질 등 장서보관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시한다.

- 특별히 취약하거나 중요한 장서자료를 위하여 특별히 통제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 도서관이 효과적으로 통합된 해충관리프로그램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 장서자료가 도난, 문화파괴, 이용중 또는 보관중 실수에 의한 손상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

장하는 보안조치를 제공한다.

- 적절한 서가배열 장비를 사용한다.

- 안전한 백업과 재난복구 책 등 장기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과 제도를 사용한다.

- 물리적 장서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고 응하고 회복하기 위한 최

선책의 재난 비계획과 절차를 유지관리한다.

5.3 장서처리와 유지

  본 도서관은 적절한 장서처리, 보관, 그리고 지속적인 장서관리가 장서에 한 심각한 훼손 가능성

을 줄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신규 획득 자료가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적시에 처리하는 것

- 장기적 훼손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검색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료식별 

수단을 사용하는 것

- 자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상자, 폴더, 주머니, 포장재 등 적절한 보관콘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 보존서고, 기기와 장서를 위험도가 낮은 적절한 방법으로 깨끗한 상태로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

5.4 예방적 이용, 전시 및 핸들링

  본 도서관은 장서의 활용이 일차적 존재목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장서의 성격, 장서의 국가적 중

요성, 이용자의 접근요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미래이용자의 접근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이용의 

유형을 결정한다. 

  본 도서관은 원자료가 정기적 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료 신 체자료의 활용을 권장

한다. 희귀자료나 유리판음화필름 같은 불안정한 자료, 또는 녹음테이프처럼 특별히 훼손되기 쉬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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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으로 된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도서관은 전시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선정, 전시의 빈도와 기간, 전시를 위한 타 기관 

여를 결정할 때 보존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전시나 여가 제안된 모든 자료에 해서 현재 상태와 

훼손가능성을 평가하며, 전시나 여가 승인된 모든 자료들은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시효과를 극

화하도록 적절히 준비한다. 보안, 조명과 자외선 노출, 온도, 상 습도와 공기질에 한 전시 및 

여조건은  최신의 국제표준이나 특정 자료에 한 특별한 도서관 규격에 맞도록 하며, 전시 및 여

협약서에 명시한다. 

  본 도서관은 직원과 이용자들이 훼손위험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장서자료를 다루도록 요구힌디. 

이를 위해서 안전한 장서자료 다루기와 운반에 관한 훈련과 안내를 제공한다.

복사가 장서자료 훼손의 큰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본 도서관은 위험에 처한 자료의 복

사를 제한한다. 보존서비스과는 어떤 자료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한 안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복

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5.5 복원처리

  복원처리는 장서자료가 위험하거나 훼손될 경우에 안정화 시키거나 수리를 함으로써 장서자료의 유

효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복원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도서관의 정책은 더 이상의 훼

손을 예방하고 문제가 되는 자료의 중요성을 보호하며 최소한도로 개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처리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한 경우 개별 자료에 한 간단한 수리나 안정화

-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높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한 집중 처리

- 필요한 경우 호주국립도서관의 전시회를 위해 선정된 자료에 한 집중 처리

- 안전상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면 호주납본장서에 한 상업적 제본

5.6 보존용 복제

  취약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자료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백업용 체

본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장자료에 한 보존용 복제를 수행한다. 본 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필름화, 디

지털화, 그리고 보존용 사진복사를 보존용 복제 기법으로 사용한다. 보존용 체본은 보존용과 활용용

에 한 표준에 따라 제작된다. 합의된 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표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본 도서

관은 적절한 결과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 규격을 결정한다. 

  본 도서관에서 보존용 복제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톨화는 상세

사항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캡처될 수 있음이 확실할 경우 그리고 보존용 마스터본으로 디지털 복제본

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채택한다.

5.7 디지털자료 및 기타 전자자료(시청각자료 포함)의 보존

  본 도서관은 디지털자료 및 기타 전자자료의 보존에서는 향후에도 정보콘텐츠에 의미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매체의 도태와 데이터 손실이나 훼손의 

위험성 이외에 도서관의 전자자료보존프로그램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접근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변화해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다.

  각종 위험성에 해서 본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 디지털장서를 구성할 때 보존목적을 염두에 둔다.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자료에 한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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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한다.

- 아날로그 시청각자료는 아날로그 재생장치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 잘 관리되는 디지털 포맷

으로 변환한다.

-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저장 포맷으로 된 디지털자료는 잘 관리되는 저장포맷으로 변환한다.

-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포맷들과 그것들의 활용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모니터한다.

-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객체 또는 접근을 제공하는 수

단의 변환이 포함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도서관은 시스템, 도구 및 작업방식을 

가능한 한 많이 자동화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6. 협력

  본 도서관은 노력과 시설의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호주 국

내와 국제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 분야의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본 도서관은 

좀 더 비용-효과적으로 보존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익이 예상되는 협력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PADI(Preserving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웹사이트와 Australian Newspaper Plan(ANPlan)

은 이런 종류의 협력의 사례이다.

  국가도서관으로서 본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가 아니더라도 호주의 문헌기록유산의 보존을 장려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본 도서관은 또한 국제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장서의 보존을 홍보하는 역할

을 받아들인다.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의 지역센터로서 동남아시아 및 태평

양지역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6.1 우선순위

  보존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역할로서 본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우선순위를 둔다.

- 타 기관들이 기록유산 보존의 목적과 책무성을 인식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활동

을 지원하고 주도한다.

- 신문, 디지털포맷, 불안정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정보매체 등 특히 손상위험도가 큰 중요한 정보포

맷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주도한다.

- 재난 비, 보존용사본제작, 디지털장서의 관리, 훈련 및 정보공유를 포함하여 영향력이 광범위한 보

존전략들을 지원한다. 

7. 보존정책에 한 책임

  본 정책은 본 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검토한다.

(2009년 8월 검토)      

<재난 비계획(Collection Disaster Plan)>   

서문

  본 계획문서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 재난 비 및 예방 정책

제2부 : 재난활동

  제1부는 재난에 한 비와 예방을 다루며 보존부서 직원들의 일상적인 재난 비와 예방활동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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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로 활용된다. 이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재난에 한 장서분야 점검에 한 정보

- 본 도서관의 장서 재난 비전략의 관리 정책과 행동수칙

- 재난 비와 응인력: 역할, 기능 및 구성원

   collections emergency coordinator (장서비상상황코디네이터)

   collections disaster coordinator (장서재난코디네이터)

   emergency planning committee(EPC) (비상계획위원회)

   managers with a specific role in disaster planning (재난계획수립 시 특정 역할을 맡는 관리자)

   salvage teams (구조팀)

   preservation services staff (보존서비스직원)

- 비상용품목록과 관내비품의 관리목록

  제2부는 재난관리 책임을 맡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작성된다.

- collections emergency coordinator (장서비상상황코디네이터)

- collections disaster coordinator (장서재난코디네이터)

- emergency planning committee(EPC) (비상계획위원회)

- managers with a specific role in disaster planning (재난계획수립 시 특정 역할을 맡는 관리자)

- preservation services staff (보존서비스직원)

제2부는 재난에 관련된 장서의 처리지침을 제시한다. 

<Digital Preservation Policy, 4th ed. 2013.>

1. 목적

  이 문서는 호주국립도서관의 자관 소장 디지털자료보존 및 디지털정보자원 보존을 위한 타 기관과

의 협력을 다룬다.

  본 도서관의 디지털보존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수집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모두 다루고 있는 보존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정책문서는 본 도서관의 일반적 보존정책문과 디지털자원의 생산, 선

정, 수집, 기술 및 접근방법과 관계가 있는 다른 정책문서와 지침들과 연계해서 읽어야 한다. 이것들

은 모두 도서관 웹사이트의 ‘정책 및 계획’과 ‘정책 및 실무’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장서디지털화정책, 그리고 장서보존정책과 관계가 깊다. 

2. 도서관의 디지털보존활동의 목적

  본 도서관의 보존역할은 간행물과 미간행물 정보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호주의 국가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도서

관은 디지털정보자원이 단히 중요하며 도서관의 수집 및 보존책무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본 도서관은 디지털장서를 수집, 관리, 보존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본 도서관의 지속적 핵심 사업이며 도서관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본 도서관은 디지털보존활동의 일차적 목적을 장기간에 걸쳐 디지털장서의 콘텐츠에 의미있게 접근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계속해서 사본파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본이 되는 보존마스터파일에 한 접근능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디지털도서관자



172

료의 보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든 디지털객체를 비트수준으로 보존하는 것. 이는 원본파일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진본성과 출처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

- 해당 보존정보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

- 지속적 접근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이해하고 보고하는 것

- 디지털객체들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 선호되는 포맷과 디지털메타데이터 표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3. 도서관 디지털장서의 속성

  호주국립도서관은 1980년  중반 무렵부터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생산

하기 시작했다. 본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과 맺은 보존협약들에 의해 현재 본 도서관이 일정 수준의 

보존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정보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 호주의 국가 웹아카이브인 PANDORA에 편입하도록 선정되거나 호주의 웹 도메인에 한 정기적 

하베스팅을 통해 수집되는 호주 웹 자원

- Newspaper Digitisation Program을 비롯해서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관장서 중에서(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의 장서 중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만들어진 보존용 마스터본

- 도서관 장서로 수집된 호주의 디지털출판물(직접 납본되거나 또는 원래는 물리적 매체로 출판된 자

료를 모두 포함)

- 도서관의 기록물로서 수집되거나 생산된 미간행 디지털파일 원본(예: 매뉴스크립트, 사진, 지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업무상 필요성과 기회에 응하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 및 커

뮤니케이션을 반영하여 이 자원유형리스트는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구술사자료는 다른 정책에 의해 관리되므로 이 정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디지털정보자원의 지속적 가용성에 한 도전

  본 도서관의 디지털장서는 자료유형, 출처, 자료의 생산에 한 통제 또는 영향력의 수준 등이 다양

하다. 아울러서 도서관의 디지털장서는 현재 페타바이트 규모에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원에 한 지속적인 접근은 여러 가지 도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보존의 관점에서 다

음과 같은 도전들이 있다.

- 장서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및 기술의 도태(obsolescence)

- 필름포맷(과 용기포맷)의 다양성

- 디지털장서의 지수적 증가

- 영구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일정기간 또는 사건 이후 폐기 가능한 자료가 혼합되어 있음

- 객체의 구조, 관련성 및 의존성 측면의 복잡성 정도가 혼합되어 있음

- 지적통제(intellectual control) 수준이 혼합되어 있음

- 보존계획수립과 처리면에서 복잡성 정도가 서로 다름

- 보존활동의 시간표가 다름

- 서로 다른 보존방법의 필요성

-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보존활동 사이클이 변화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순환될 필요성 

- 요구되는 보존활동의 속성과 그에 관련된 기술적 제한에 따라 온라인(선호되는 전달 방식) 접근 또

는 오프라인 접근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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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서관의 디지털보존프로그램은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도서관의 디지털장서를 보존하는 큰 방향

5.1범위

  본 도서관은 장서에 포함된 디지털자료들 다수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보존하려고 한다. 이들 디지

털자료에 한 구체적 보존의도와 책임성은 보존정책에서 높은 수준으로 표현되어 왔다. 보존의도

(Preservation Intent)란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보존되는가 여부, 누가 콘텐츠의 보존에 책임이 있는가, 

콘텐츠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기간, 장기간에 걸쳐 콘텐츠에 한 접근을 지원하는 수준 같이 여

러 가지 종류의 콘텐츠의 보존에 한 합의된 기 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원압박으로 인해서 

도서관은 보존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 결정은 특정 자료의 상 적 중요성과 자

료에 한 접근을 보존하는 것의 기술적 복잡성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다.

5.2 접근성의 보존

  본 도서관의 디지털장서 보존에는 다음 4가지 목표가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 비트스트림 수준의 접근 유지

-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 된 콘텐츠에 한 접근 유지

- 콘텐츠가 의도하고 있는 맥락 및 내용상 의미에 한 접근 유지

- 장기간에 걸쳐 모든 디지털자료에 한 명시적 보존의도 유지

  구체적인 보존활동들은 위에 제시한 목표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개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의 

보존책무성은 위 네 가지 목표가 모두 적절하게 달성되었을 때에만 완수되는 것이다.

  이 책무성은 특정 집단의 디지털객체들에 한 큐레이션 상 결정과 정책결정에 따라 디지털장서 전

체에 적용된다. 

  납본을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장서에 편입할 것인지에 한 결정은 장서담당부서(collection area)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 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이지만 장서담당부서 직원

은 본 도서관이 그 자료를 장기간에 걸쳐 이용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

서관 리포지토리에 받아들일 포맷에 하여 미리 정해진 제한은 없지만, 어떤 자료를 받아들일지 여

부를 결정할 때 현재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알려진 포맷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능력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식별될 수 없는 포맷은 미래 프로세스에서 차후에 확인되지 않는 한 도서관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비트수준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표준 무결성검사 및 백업지원을 갖추어 리포지토리

에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원 파일의 정확한 사본이 여전히 리포지토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어떤 시점에 콘텐츠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장  서담당부서는 이용가능한 지원수준에 기반하여 그 자료를 보관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콘텐츠에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체 포맷이 있는지 납본자와 논의해야 

한다.40)

40) Webb. C. 2012 Policy positions for DLIR – collecting, digitising, preserving, managing acces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digital collections (v.06/16 Jan 2012).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inter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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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델과 표준

  본 도서관의 디지털보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디지털아카이브를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에 일치하는 실무방식과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채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본 도서관은 OAIS 참조모델41)에 구현되어 있는 개요와 개념을 도서관의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에 

한 개념적 점검도구로 사용한다.

41) OAIS - 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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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료유형별 보존지침(안)

1) 종이(Paper) 및 도서(Book)

  종이는 제본된 자료 즉, 도서에 비되는 개념으로 문서, 필사본, 미술/도면(drawing), 포스터, 지도 

등을 포함한다.

•종이의 보존을 위한 적절한 온도는 15~20℃, 습도는 상 습도 35% 가량으로 자주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빛에 해 최소한의 노출을 해야 한다.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한 노출은 금지한다. 

서고나 보존장소의 조도는 50~200룩스(lux) 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자외선 방출이 루멘(lumen) 당 75

마이크로와트(micro wat) 이상 초과하는 광원은 자외선 필터링을 해야 하며, 이러한 차단 필터는 수 

년간 동안만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즉, 형광등 램프는 자외선 제거를 위한 필터

를 사용하고 백열등 램프는 열흡수 필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서고에는 창문이 없는 것이 좋고 만약 

창문이 있다면 태양광을 차단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해야 한다.

•라디에이터 등의 열기구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분진제거와 청소관리를 한

다.

•종이자료의 경우, 보호용 장비 지원(산성 성분과 리그닌이 없는 상태의(acid-, lignin-free) 봉투나 문

서 박스(수소이온농도(pH) 지수가 중성이거나 알칼리 지수를 완충해주는)에 보관하도록 한다. 큰 사이

즈의 종이자료는 접지 않고 펼쳐진 상태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종이자료는 상태검사와 탈산처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시행주기는 검사형태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태검사는 검사등급에 따라 25년, 15년, 10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탈산처리는 검사등

급에 따라 처리후 45년 마다 혹은 30년 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도서의 경우, 두꺼운 중성 판지로 제작된 보존상자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작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두되므로 희귀서나 귀중서를 우선으로 보존한다. 도서를 배가할 때는 유사한 

사이즈의 도서는 함께 배가하여 도서의 표면이 최 한 옆에 위치한 자료를 지지하도록 하고, 수직으

로 세워서 보관하되, 평평하게 뉘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다.

2) 스크랩북과 앨범(Scrapbooks and Albums)

  스크랩북과 단명자료(명함, 카드 등)는 사적으로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으며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는 안된다. 

•스크랩북의 원본은 하나씩 상자에 보관하고, 제본되지 않는 단명자료는 크기나 유형별로 분류한 다

음 별도의 폴더에 보관하여 산화나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

•편편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보존용 폴더나 상자는 산성 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이거나 리

그닌이 없는(lignin-free)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며, 빛/먼지/해충을 피해야 한다. 

•소맥전분 풀(wheat-starch paste)을 사용하거나, 비접착방법을 사용하여 보관한다. 특히, 앨범의 경우 

내용물의 추가가 가능한 3-링 바인드 등으로 선택하고, 고무 밴드, 접착성 테이프, 종이 클립, 스테이

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존 환경은 상 습도 35% 가량의 상 적으로 건조하고 시원한(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디에이터 등의 열기구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누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안

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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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Photographs)

  인화된 사진자료를 상으로 한다.

•상 습도 30~40%(가능하다면, 35~40%) 가량의 상 적으로 건조하고 시원한(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 습도 60%를 초과하게 되면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번식

하기 때문에 인쇄된 사진의 보존에 있어 상 습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컬러 사진의 경우 온도 역시 자료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40℉ 가량의 저온을 권장하

며, 가능한 3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상 습도는 35~4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더욱 적절

한 보존환경의 유지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모든 종류의 빛에 해서는 최소한의 노출만 허용한다. 특히 직접적이거나 강한 빛에 해서는 노

출을 피해야 하며, 투광기(light projector)에는 이중 슬라이드 사용이 요구된다. 형광등 램프는 자외선 

제거를 위한 필터를, 백열등 램프는 열흡수 필터를 사용한다. 빛의 조절은 50룩스(lux) 이하로 한다.

•라디에이터 등의 열기구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기오염물질(특히, 황함유 물질)에 

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보존용 상자 등 봉입 용기(enclosures)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진 보호에 적합한 봉입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이 좋다. 종이 재질의 봉입 용기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Photographic 

Activity Test (PAT)를 거친 리그닌이 없는 상태, 수소이온농도(pH) 8.5 알칼리나 수수이온농도(pH 7) 

산성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이어야 한다. 특히, 셀룰로오스 함량은 87% 이상이 좋다. 중화제

(buffer), 금속입자, 과산화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없어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봉입 용기는 코팅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코팅되지 않은 트리아세틸 셀룰로

오스,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이 좋다. 가소제가 없어야 하며, 표면이 광택, 코팅,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

지 않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진 유제는 상  습도가 높은 경우 플라스틱 저장용기의 매끄러

운 표면에 들러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진자료와 원판은 중성 상자에 보관하며 가능하다면 원판은 사진자료와 별도로 보관하는 것

이 좋다. 중성 상자에 보관된 사진(은판 사진, 유리판 사진, 광택 사진)은 평평하게 보관하도록 하며, 

광택 사진은 폴리에스테르 자켓에 보관하거나 혹은 표면손상 상태일 경우에는 종이 봉입 용기에 보관

한다. 사진자료를 넣은 상자는 철제 선반에 보관해야 한다.

4) (영화)필름(Film)

•상 습도 30~50% 가량의 상 적으로 건조하고 시원한(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형광등 램프는 자외선 제거를 위한 필터를, 백열등 램프는 열흡수 필터를 사용한다. 빛의 조절은 50

룩스(lux) 이하로 한다. 전등은 되도록 소등하는 것이 좋으며, 서고에 창문이 있다면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는 필수적이다. 

•라디에이터 등 열기구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안전하게(너무 루즈하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고르게, 넉넉한 외과지름을 두고 감도록 한다. 

평형상태에서 보관 중인 필름이든 롤 형태의 필름이든 필름은 2년에 한번 되감기를 실시하여 이상여

부를 확인한다. 특히 영화필름의 경우 6년에 한번 세척을 실시한다.

•보존용 상자 등 봉입 용기(enclosures)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진 보호에 적합한 봉입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이 좋다.(사진자료와 동일한 기준이 필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이 재질의 봉

입 용기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Photographic Activity Test (PAT)를 거친 리그닌이 없는 상태, 

수소이온농도(pH) 8.5 알칼리나 수수이온농도(pH 7) 산성성분이 없는 상태(acid-free)이어야 한다. 특

히, 셀룰로오스 함량은 87% 이상이 좋다. 중화제(buffer), 금속입자, 과산화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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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봉입 용기는 코팅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코팅되지 않은 트리아세틸 셀룰로

오스,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이 좋다. 가소제가 없어야 하며, 표면이 광택, 코팅,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

지 않아야 한다. 빛을 차단하며, 먼지와 황함유 물질로부터 오염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 취급방법을 나열하자면 첫째, 보푸라기 없는 면 장감을 착용하고 필

름의 모서리만을 만진다. 둘째, 밝은 조명의 통풍이 잘되는 넓은 방에서 작업한다. 셋째, 필름처리실에

서는 음식의 섭취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질산 셀룰로오스 필름(cellulose nitrate film)>

  질산 셀룰로오스 필름은 매우 불안정하고 연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화하면 진화되지 않기 때

문에 화재위험이 매우 높다. 실온이나 온도가 낮을 때 열화되며,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방출된다. 이 가

스로 인해 필름은 갈변하고 분해되어 완전히 파괴되며, 이러한 반응은 다른 자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필름에 복제해 두는 것이 좋다.

•70℉ 이하의 시원한 환경에서 보관하며, 최 한 동결하는 것이 좋다. 상 습도 30~40% 정도로 유지

하되, 발열에 노출을 금해야 한다.

•비환기 저장 용기에서 제거하여 환기가 되는 용기를 사용하여 저장하되 보관 영역 역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유형의 장서로부터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cellulose acetate film)>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은 가연성 질산 셀룰로오스 필름에 비해 안전한 필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안정하며 취화(바스러짐)와 수축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이루어지는 자가촉매적 열

화가 진행되므로 불안정하다. 질산 필름과 마찬가지로 다른 장서에 해로운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70℉ 이하의 시원한 환경에서 보관하되 악화(degradation)가 진행되었다면 동결을 추천한다. 상 습

도 30~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환기 저장 용기에서 제거하여 환기가 되는 용기를 사용하여 저장하되 보관 영역 역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유형의 장서로부터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필름(polyester film)>

•흔히 안전한 필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장기간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가장 권장되는 유형이다.

5) 시청각자료(디지털 기록매체)

  디지털콘텐츠를 저장하는 디지털매체는 접근 방법에 따라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매체의 표적인 예로 데스크탑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전형적인 하드디스크 혹은 네트워

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들 수 있다. 오프라인 매체의 

표적인 예로 CD-ROM이나 DVD가 있다. 시스템이 오프라인 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

하는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광매체를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판독기에 로드해야 한다. 디지털 기

록매체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급속도로 변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컴퓨터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로 인해 주기적인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에뮬레이션

(emulation)에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상기한 매체 중 오프라인 매체에 해당되는 회전형 디스크(grooved discs), 광디스크, 마그네틱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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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화학적 불안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존과정이 중요하다. 매체의 안정적인 보존

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 습도 35% 가량의 상 적으로 건조하고 시원한(실온이거나 약간 낮은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하도록 한다.

•마그네틱 테이프이든 광디스크이든 최소 10년 가량의 보존을 위해서는 65~70℉, 상 습도 45~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46~50℉, 상 습도 30~40% 수준으

로 유지하도록 한다. 

•마그네틱 테이프의 경우, 15±3℃(59±5℉) 및 상 습도 30~40% 상태가 안전한 보존 조건이다. 특히, 

자기테이프는 46℉ 이하 보존은 금하며, 상 습도가 40% 이상이면 열화가 가속화된다. 테이프를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에 두지 않는다. 온도가 15℉ 이상 차이가 나면 18℉ 차이가 날 때마다 4시간씩 

이용 장소 안에서 적응 시간을 준다. 아울러 3년에 한번 되감기를 한다.

•광디스크는 68℉ 이하의 먼지가 없고 시원한 장소에서 보관하며, 상 습도 40% 가량의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상태가 좋다. 덥거나 습한 환경은 금속 반사 층을 산화시키고 염료의 색을 바래게 하

며, 중합체 및 코팅의 열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빛에 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특히 직접적이고 강한 불빛에 한 노출을 금지한다. 형

광등 램프는 자외선 제거를 위한 필터를, 백열등 램프는 열흡수 필터를 사용한다. 빛의 조절은 50룩스

(lux) 이하로 한다. 전등은 되도록 소등하는 것이 좋으며, 서고에 창문이 있다면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

는 필수적이다. 

•강한 마그네틱 영역(모터, 변압기, 확성기, 진공청소기, TV 등)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며 진동 요

소와 라디에이터 등 발열기나 환기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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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전문가 자문의견 1

신종순(중부 학교 인쇄미디어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연구에 자문의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방 한 자료를 보유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및 정책 등 장기적 보존 

방향등의 폭넓은 조사 연구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받았습니다.

  결론부문에서 언급한 "제언부문"의 소장자료의 상태평가는 장기적 보존전략에 중요한 방

향을 제시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소장자료의 상태평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천만권이상의 자료를 상태평가조사는 연구기간,

인력,평가방법,연구비등방 한 계획이 수반되므로 간단치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의 부문에 관한 참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상, <기록물상태평가>, <종이기록물보존처리>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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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전문가 자문의견 2

장덕현(부산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하

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장 규모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해서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변화에 비한 종합

적인 자료보존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각급 도서관 보존에 한 기술·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방

안,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자료보존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이 연구는 단히 중요하고 시의적

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보고서의 초고를 면 히 검토하였으며, 그 

유용성을 제고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연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

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1. 우선, 해외사례를 면 하게 분석한 점이 눈에 뜨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벨

기에, 네덜란드 등 각국 국가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을 면 하게 고찰하였고 다양한 국가표준

이 잘 검토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검토한 각국의 사례 간에 분석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점

이 다소 아쉽습니다. 사례조사는 좋으나 국가간에 자세히 소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음향 및 영상자료 등에 한 책임분장 등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LC는 조직도 등이 자세하게 분석된 반면 시청각자료나 실물자료 등에 한 언급

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4개의 국립도서관 체제를 언급하고 있고, 일본도 간사이관 등 분관

체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 LC의 경우, 조직과 업무에 한 분석은 치 한 반면 분관

기구에 한 소개가 다소 약해 보입니다. LC의 경우 제퍼슨관, 매디슨과 아담스관에 각각 다른 

유형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시청각자료의 경우 Virginia주 Culpeper의 Packard 캠퍼스가 

보존책임을 지고 있고, Maryland주 Fort Meade에 도서, 지도, 필사본 등을 보존하는 집적식 보

존서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들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례에 한 소개와 

분석과 함께 이 사례들이 연구의 결과와 제언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그 연결고리도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음으로 보존관련 지침과 표준을 소개하고 2.3절에서 재난관리에 한 표준을 분석은 간

명하게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해외사례를 분석하면서 해외 국립도서관의 재난

관리 지침도 함께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장에서는 호주 국립도서관의 재난관리지침과 

미국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의 재난관리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도서관 차원의 재난

관리 지침을 제안하는 장이니 국가도서관의 사례가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3. 보고서에서 국중 자료관리와 보존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몰랐던 사

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보존에 해 언급하고 있는데 정작 디지

털보존 현황이나 방향성에 한 지적이 없어 아쉽습니다. 우선, 애초에 연구의 목적에 디지털자

원의 보존에 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OAK나 OASIS가 언급되어 있어 다소 혼

란스럽습니다. OAK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관 레포지토리로서, 물론 일부 아카이빙 기능

을 지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카이빙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국가차원의 디지털 보존에 관

한 내용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림 19>에서도 ‘보존’에 한 사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

다. 반면 OASIS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논의거리들이 있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한 듯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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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OASIS를 분석하려면 호주의 PANDORA나 미국의 MINERVA 등도 해외사례 조사

시 함께 분석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체계에 한 문제점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형태 및 매체별 영구보존 및 관련기술 연구 미흡’을 포함, 총 두 6개의 문

제를 지적했는데, 조금 더 명쾌하게 지적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보존 

현황은 앞에서 검토했는데 그에 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보존 현황 

분석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4. 다음으로, 국내외 주요기관의 보존전략 및 동향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지역 표도서관의 공

동보존서고 운영 현황과 국내 각급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와 환경을 조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규모 조사로 유용한 데이터가 확보되었으며, 분석도 잘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드리면, 조사결과의 제시 방법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학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을 분리해서 설명할 지점과 함께 설명해도 되는 지점이 보다 적절하게 정리되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일반현황에서도 학과 공공을 분리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일부 표에서 

학과 공공의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묶어서 설명한 예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장서의 규

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장서는 체로 관종에 종속되는 변수로 보입

니다. 제 의견을 드리면, 예를 들어 1960년  이전에 개관한 도서관의 71%가 보존서고가 있는

데 2000년도 이후 도서관은 불과 33.8%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어쩌면, 60년  이전 개관도서관

의 경우 학도서관이거나 규모 공공도서관으로서 추가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존서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많고 2000년 이후 개관 도서관의 경우 학도서관

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축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존서고를 확보할 방법이 없

다는 점이 이유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5.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 수립 및 도서관 지원방안을 제안하

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전략을 자료보존전략 수립, 자료보존·복원 조직과 인력

의 확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것은 단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 중에 용어가 혼재되

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문화유산 국립 재난방지센터(NDC)’와 ‘국가재난방지

센터(NDC)’가 동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조직기구의 제안에 있어서 국가보존·복원

기구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공동보존센터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조직인지 애매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권역별 공동보존서고 권역별 공공보존기구 관계도 모호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V장에서 자료보존업무 체계화 및 조직의 확 , 그리고 자료보존·복원 조직의 통합 

및 확 를 제안하는데, 그렇다면 이 장에서 말하는 확 되는 조직이 결국 국가공동보존센터가 

된다는 뜻인 것인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체 맥락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에 근거한 자료보존전략과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도서관을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보존기능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하나의 보고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놀랍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거 한(!) 범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실 

면 하게 검토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간략하게 나름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보고서를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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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planning for collection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t’s support for individual libraries

This research was initiated on the basi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the 

library that is representative of all the libraries in the country, should serve its role as a 

supplier of intellectual information to the citizens, and a supporter of collection 

preservation in individual libraries.  

The goals of the current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collection preserva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offer more comprehensive information preservation strategies that are 

adaptive to future changes in the collection preservation practice. Second, using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objec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ollection preservation 

in Korean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y libraries, we offered potential ways in whic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uld provide technical/informational services that support 

Korean libraries. Third, we studied the current state of collection preservation in notable 

foreign national libraries, and offered ways in which the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policy and strategies in Korea may be updated. 

The method used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goals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trend in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policies in main 

libraries around the globe.  

Libraries in foreign countries that were subject to the current case study included the 

Library of Congress, the British Library, Library and Archives Canada,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the National Diet Library (Japanese 

Library of Congress), the Royal Library of Belgium,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We also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plans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in the notable Korean librarie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Library, 

Daejeon Hanbat Library,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Jeju Halla Library, 

Daegu Metropolitan Jungang Library, Gwangju Municipal Library, and the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We studied in the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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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national libraries by analyzing their websites and relevant data that were available 

online.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in the notable Korean libraries was investigated via 

survey to the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officers in the respective libraries. In addition, 

we studied the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are relevant to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We investigated several aspects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n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the current technical ability and technicians available 

for recuperate damaged information, current policies for preservation and provisions for 

disasters, current facilities and number of stocks, and opinions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library preservation and recuperation center. We only included public libraries 

that were listed in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s of 2014, and excluded libraries 

that included a title “branch library”, “children’s library”, “small library”, “English 

library”, “young adult library”, “culture center for students”, “education center”, 

“multicultural center”, or “culture center”. The final list included 663 public libraries.  For 

university libraries, we only included 4-year university libraries that were listed in the 

KERIS Rinfo. The final list included 196 university libraries. We had a response rate of 

31.4% (208 out of 663) from the public libraries, and a response rate of 80.0% (157 out of 

196) from the university libraries.  

In addition to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we examined the physical conditions for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Because such investigation is difficult to conduct through 

survey, we selected a sample of libraries and examined their condi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Jongno Public Library, Ulsan Jungbu Library, and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We examined the conditions of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areas in 

these libraries, mainly focusing on the level of PM-10, SO2, NOx, O3, HCHO, CO, VOC, 

and TBC in the area.  

We analyzed the currently preserved stock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y type 

of stocked matierials and by facilities, and conducted environment investigation in three 

areas in the library. We checked the level of PM-10, SO2, NOx, O3, HCHO, CO, VOC, 

and TBC in the areas.  

Integrating the research findings, we offered several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library preservation/recuperation plans 

for libraries in Korea. The three main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ffered in the current report include: 1)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restoration work system; 2) increasing 

expertise in collection preservation/restoration work through expansion of th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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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d 3) increas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s relevant to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restoration with national resources. The three main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restoration plans for libraries in Korea include: 1) shared 

preservation of collection in conjunction with cooperative repository; 2)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preservation/restoration staff and cooperative repository; 3) 

establishing a network for disaster control.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raised the need for support for library collection 

preservation and archiv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at it offer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efficient preservation of national resource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wever, this research also noted that in order to install a more systematic collection 

preservation system, more research is needed in 1) reformatting for preserving collec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2) systematic research in preservation of digit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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